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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eneration and movement of low-concentration CO2

observed in Gosan during summer from 2002 to 2006. For analysis, additional CO2 data in

Anmyeondo, Ryori, Barrow, and Minamitorishima as well as NOAA/ESRL daily global CO2

fields, background trajectories data, and 850 hPa wind fields are also used. Based on analyses

using various observed data, we classified three types of low-concentration CO2 in Gosan

according to its origin: i) the origin of the Siberian continental, in which the consumption of CO2

is active due to photosynthesis from broad forests, ii) the origin of Okhotsh and Artic seas, in which

the low-concentration CO2 is dominant due to high primary productivity by a plankton bloom, and

iii) the origin of the Northwestern Pacific which is related to the entry of air mass from high

latitude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low-concentration CO2 observed in Gosan during summer is

not originated from the Pacific oceans as known in previous studies, but originated from high

latitude regions such as the Siberian continental and the Okhotsh and Artic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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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지구 규

모의 온난화는 지금까지 인류가 직면하지 않았던 새

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었으며, 21세기 전 세계의 사

회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지구온난화

로 관심의 초점이 된 CO2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 1960년대에는 주로 CO2 관측의 최적위

치를 찾아 장기간의 자료 수집과 분석에 연구의 초점

이 맞추어졌다. 그 결과 1960년대 중반에 세계기상기

구(WMO) 산하의 배경대기관측망(Background Air

Pollution Monitoring Network, BAPMoN)이 구성되었으

며(WMO, 2006), 최근에는 이러한 기존의 관측망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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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관측을 통합하여 지구대기감시망(Global Atmosphere

Watch, GAW)이 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 8월부터 KGAWO(Korea Global

Atmosphere Watch Observatory)라는 이름으로 GAW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이것의 일환으로 안면도

지구대기감시센터(WMO/GAW Station 47132)는 1998

년 5월부터 WMO/GAW의 지역급 관측소로서 지구대

기변화와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생성된 자료는 한반도 지역의 배경농도 자료

로 사용되어 기후변화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후관련 협약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기상청, 2006). 제주 고산관측소는 GAW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수집한 자료

를 공유하는 협력관측소(Contributing station)의 역할

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수집한 온실가스에 대한 모

든 관측자료는 WMO/GAW 협약에 따라 WMO

WDCGG(World Data Center Greenhouse Gases)로 송

부되고 있다(조창범 등, 2005).

한반도의 최남단 해안에 위치한 고산관측소는 중국

서부, 한반도, 일본열도 등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

출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Fig. 1). 또한 고산관측

소는 삼면이 해양으로 둘려 싸여있어 대규모 대기오

염 발생원이 없는 국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에 의한 월경성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기에 적

합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고산관측소는 이러한 지정

학적인 위치 때문에 한반도 주변 및 고산 지역의 대

기 중에 잔류하고 있는 CO2 농도의 분포특성을 연구

하기 위해 199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주 1회씩 플라

스크를 이용하여 CO2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박미경,

2005). 환경부에서도 오염원의 영향이 가장 적은 고산

지역에 지구대기측정소를 설치하여 2002년 1월부터

CO2, CH4, N2O, CFC-11, CFC-12, CFC-113 등의 기

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연속적으로 관측하고 있

다(주옥정 등, 2007).

CO2 농도는 일반적으로 식생활동과 인위적인 배출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은 겨

울철에 높고, 식물에 의한 CO2의 소비가 많은 여름에

는 낮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동고하저형의 계절 변화

를 보이고 있다. 고산 관측소에서 측정한 CO2 농도의

변화경향 역시 겨울과 봄에 고농도, 여름과 가을에 저

농도 현상이 반복되는 뚜렷한 계절변화를 보였다(기

상청, 2006).

특정지역에서의 CO2 농도는 그 지역의 식생활동과

CO2의 인위적인 배출 외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기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Cho et al., 2007). CO2 배

출량이 많은 중국대륙으로부터 한반도로 공기가 유입

될 경우, 한반도에서는 고농도의 CO2가 빈번히 관측

된다. 한편, CO2 발생원으로부터 멀리 위치하여 청정

한 대기를 유지하고 있는 해양으로부터 기류가 유입

될 경우, 한반도에서는 평균농도보다 낮은 저농도의

CO2가 관측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안이환, 2004).

특히 고산지역의 여름철 저농도 CO2 발생은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함께 CO2의 발생원과 멀

리 위치한 청정한 대기의 해양으로부터의 기류가 고

산지역으로 유입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송기범 등, 2000). 그러나 고산에서 관측되는 여름철

평균 이하의 저농도 CO2는 북태평양에서 발견되는 평

균 CO2 농도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그 기원

이 해양이라고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관

측결과에서도 해양으로부터 유입된 기류가 아닌 북풍

계열의 기류가 유입될 경우에 고산지역에서 여름철

CO2 평균농도 보다 더 낮은 값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

았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관측자료와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산지역에서 2002년

부터 2006년까지 관측된 여름철(6, 7, 8월) CO2 자료

를 이용하여 고산지역의 연평균 농도보다 낮은 수준,

특히 370 ppm 이하의 저농도 CO2가 장시간 지속되

는 사례를 추출하여 그 발생원인 및 이동경로를 파악

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CO2의 관측방법 및 자료의

수·보정·선정에 대해 설명하며, 3장에서는 고산지

역에서 관측된 저농도 CO2의 유입경로 및 발생기원

에 대해 상술한다. 결론 및 요약은 4장에서 제시한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2.1. 관측소의 위치 및 주변 환경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제주도 고산(33° 17'26''N,

126° 09'53''E, 고도 71.2 m)에서 2002년 1월부터 2006

년 12월까지 비분산적외선법(Non Dispersive InfraRed,

Fig. 1. Location of observatory sites monitoring CO2 and air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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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IR)으로 관측한 CO2 농도이다. 제주도 고산지역의

지구대기관측소는 한반도 내륙에서 남쪽으로 100 km,

일본(큐슈)에서 서쪽으로 약 250 km, 중국(상하이)에

서 남동쪽으로 약 500 km, 대만으로부터는 북동쪽으

로 약 1,000 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Fig. 1). 특히,

이곳은 인구밀도가 낮고 자체 오염원이 거의 없는 국

내 청정지역으로서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

도 측정은 물론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이송에 의한 월

경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

고 있다.

2.2 자료 수집 및 보정 방법

비분산적외선법의 측정원리는 선 변화를 측정하여

시료 중에 포함된 특정 성분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으

로서 서로 대칭이 되는 원소로 결합된 분자식을 갖는

가스가 특정 파장영역(CO2는 4.7 µm)에서만 적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흡수되는 정도

는 Lambert-Beer의 법칙에 따라 성분가스의 농도에

따라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 CO2 측정을 위한 흡입관

은 3/8인치 데카본(Dekabon)관이 사용되었고, 10 m 높

이의 상단부에 설치되었다. 공기흡입장치는 진공펌프

(15psi)를 사용하였고, 입자상 물질은 유리섬유필터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시료의 양은 유량조절기(MFC)

를 사용하여 1분에 5~10l 정도로 흡입하도록 조절하

였다. 

대기시료 중에 존재하는 수분은 NDIR CO2 흡수파

장에서 적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료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대기 시료 중의 수분을 제거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냉각 트랩(trap)을 설치하였

다. 냉각 트랩은 수분을 가능한 완전히 제거하기 위

하여 냉각 온도별로 −10°C와 −70°C 두 단계로 구성

하였다. CO2 측정 시에 이용되는 표준가스(Span Gas)

는 NOAA/CMDL에서 구입한 WMO 표준가스를 1일

한 번씩 보정작업(Calibration)을 거쳐 사용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최종 CO2 농도(ppm) 자료는

표준가스의 CO2 농도와 측정 흡광도로부터 작성된 검

정 곡선을 이용하여 30초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생산된다.

2.3 자료선정 방법

자료의 선정을 위해서 먼저 2002년부터 2006년까

지의 원시 CO2 농도 자료를 1시간 단위로 평균하여

모두 구하고, 그 중에서 고산 관측소에서의 풍속이

2 m/s 이상 일 때의 CO2 자료만을 선별하였다. 다음

단계로 세계온실가스자료센터(WDCGG)에서 권고하

고 있는 아래의 네 가지 절차에 따라 자료를 선정하

였다(김정식·최재천, 2001). 

첫째, 매시간 평균농도 자료 중에서 측정장비 운영

상의 오류를 제거한다. 둘째, 매시간 평균농도 계산

시 원시자료가 60개 미만일 경우의 자료는 제거한다.

셋째, 매시간 평균농도의 표준편차가 0.6 ppm을 초과

하는 자료를 제거한다. 넷째, 매시간 평균 농도값이

인접하는 전·후 자료와 0.6 ppm 이상 차이가 나는

값을 제거한다. 

이와 같은 자료 선별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농도경

향 분석 시 주변지역으로부터의 국지적인 영향을 배

제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이다. Fig. 2b는 2002년 1월

부터 2006년 12월까지 고산에서 관측된 원시 CO2 농

도자료(Fig. 2a)를 자료선별 과정을 거쳐 만든 시계열

자료이다. 상기 과정을 거친 후 원시자료는 약 54%

감소하였다. 관측기간 중의 농도경향을 보면, 12월과

3월에 걸쳐 최대농도를 보이고, 7월부터 8월에 걸쳐

최소농도를 보이는 전형적인 계절적 농도 변화를 반

복하고 있다.

3. 결과 및 고찰

3.1. 저농도 이산화탄소의 기원과 이동경로에 따른

분류

본 연구에서는 고산 지역의 여름철 저농도 CO2에

영향을 주는 공기괴의 유입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측기간 동안 저농도를 보인 11개의 사례를 찾아 발

생원인과 이동경로를 조사하였다. 11개 사례에 대한

저농도 CO2 발생시기의 분류는 자료선별 과정을 거친

CO2 농도 자료 중에 여름철 평균농도보다 10 ppm 이

Fig. 2. Time series of hourly mean CO2 concentration at

Gosan, Jeju: (a) raw data, (b) quality-controll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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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낮은 370 ppm 이하의 CO2가 6시간 이상 지속되

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다(Fig. 3). 이렇게 선정

된 11개의 사례에 대해 먼저 1500 m 고도에서 역궤

적 분석(Flextra - Air Mass Trajectories)을 실시하였다

(Fig. 4).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사례에 대한 저농도 CO2

의 발생기원과 유입경로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

다(Table 1). 구분된 기준에 의하면 시베리아 기원인 I

형이 5개, 북극해 및 오호츠크 해가 기원인 II형이 3

개, 북태평양 기원인 III형이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I형은 공기괴가 시베리아 대륙을 거쳐 고산지역으

로 유입되는 사례이다. 사례 7은 I형의 한 예로 공기

괴가 시베리아-만주-고산을 거쳐 유입됨을 보여주고

있다(Fig. 4a). I형이 관측된 시기에는 안면도 지구대

기감시센터에서도 비슷한 저농도 수준의 CO2(평균

366.0 ppm)가 동시에 관측된 것으로 보아(Fig. 5a &

5b), 공기괴가 북쪽에서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형은 북극해 및 오호츠크 해에서 기원한 공기괴가

동해를 거쳐 고산지역으로 유입되는 사례이다(Fig. 4b).

사례 5는 II형의 한 예로 공기괴가 북극해 및 오호츠

크해-동해-고산을 거쳐 유입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사례 5의 이동경로에 위치해 있는 지구급 관

측소인 바로우(Barrow)관측소와 지역급 관측소인 일

본의 료리(Ryori) 및 안면도 지구대기감시센터에서의

CO2 농도는 각각 368.1 ppm, 367.2 ppm, 366.2 ppm으

로 나타나 세 개의 관측소 모두 비슷한 수준의 저농

도 공기괴가 통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극해

및 오호츠크해 지역에 근접한 바로우 관측소의 7월,

8월의 평균 농도는 368.9 ppm 임을 고려하면, II형에

서 나타난 저농도 CO2의 발원지는 고위도 해역임을

추론할 수 있다. 

III형은 북태평양 지역의 공기괴가 고산지역으로 유

입 되는 사례이다(Fig. 4c). 사례 8은 III 형의 한 예

로 공기괴가 북서태평양-일본 큐슈 남부-고산을 거쳐

유입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이동경로의 중간 지점

에 위치해 있는 지구급 관측소인 Minamitorishima 관측

소(6일전 평균값: 372.3 ppm)와 고산 관측소(362.2 ppm)

Fig. 3. Time series of hourly mean CO2 concentration obtained after the quality control process at Gosan, Jeju and 11 cases

selected for th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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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O2의 농도는 약 10 ppm 차이가 난다. Minamitorishima

관측소는 대양에 위치하여 식물 또는 인위적인 오염

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어 8월의 CO2 농도를 보면,

월평균 농도 372.8 ppm을 기준으로 ±3 ppm 이내의 농

도수준으로 큰 변동폭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고산지역에서 관측된 북서태평양 8월

평균 CO2 농도(약 372 ppm) 보다 10 ppm 낮은 저농

도의 CO2의 기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든 것으

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다른 자

료들을 이용하여 좀 더 자세히 조사하고자 한다.

Fig. 4. Backward trajectories at Gosan for (a) Case 7, (b) Case 5, and (c) Case 8. The square, triangle, circle, and diamond symbols

represent trajectories of the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day, respectively, during the period of low-concentration CO2.

Table 1. Classifications for events showing low-concentration CO2 at Gosan, Jeju during 2002-2006 according to their origins

and passages (① Siberian; ② Arctic Ocean; ③ Okhotsk sea; ④ North Western Pacific; ⑤ Korean Peninsula; ⑥ East Sea;

⑦ East China Sea; ⑧ Gosan)

Classification Movement Passage Date (GMT) CASE Mean (ppm)

Type I ① → ⑤ → ⑧

Jul 19 03:00 ~ Jul 19 11:00, 2002 2 363.6 

Aug 08 17:00 ~ Aug 12 08:00, 2002 3 364.5 

Aug 20 01:00 ~ Aug21 10:00, 2002 4 363.7 

Aug 08 08:00 ~ Aug 11 23:00, 2003 7 360.2 

Aug 24 19:00 ~ Aug 30 09:00, 2005 10 368.2 

Type II ②,③ → ⑥ → ⑧

Jun 25 23:00 ~ Jun 27 12:00, 2002 1 364.8 

Jul 15 01:00 ~ Jul 16 13:00, 2003 5 366.8 

Jul 24 07:00 ~ Jul 24 15:00, 2005 9 369.9 

Type III ④ → ⑦ → ⑧

Jul 23 04:00 ~ Jul 25 20:00, 2003 6 365.9 

Aug 22 04:00 ~ Aug 23 16:00, 2003 8 362.2 

Aug 24 23:00 ~ Aug 25 14:00, 2006 11 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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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공간적 이산화탄소 분포 특성

고산에서 관측된 여름철 저농도 이산화탄소의 기원

은 이동경로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시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면 추측이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NOAA/

ESRL(http://www.cdc.noaa.gov/)에서 제공하는 일평균

CO2 농도 값을 이용하여 고산에서 저농도가 관측된

기간 동안 앞서 분류한 세 가지 유형에 따라 CO2 농

도의 공간적인 분포를 조사하였다(Fig. 6). 그림에서

푸른색 계열은 비교적 농도가 낮은 지역으로 표현된

반면 빨간색 계열은 농도가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사례 7의 경우(Fig. 6a)는 저농도가 8월 9일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2일 전인 8월 7일부터 일변

화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북위 60도 부근의 시

베리아 대륙에서 약 365 ppm의 저농도 CO2가 광범

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저농

도 CO2는 8일과 9일에 한반도를 향해 혀 모양으로 확

장되었다. 이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역궤적 분석과 안

면도 지구대기감시센터의 농도 변화에서 나타난 것과

일치하고 있다. 실제로 시베리아 대륙은 전 세계 산

림면적의 1/5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

철 이 산림지역에서의 활발한 광합성으로 CO2가 소

비되어 저농도 CO2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

Fig. 5. Comparisons of CO2 concentration time series among (a) Gosan, (b) Anmyeon-do, (c) Ryori, (d) Barrow, and (e)

Minamitorishima for Case 5, 7,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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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 지역의 공기괴가 한반도로 유입될 경우 여름

철 평균농도 보다 낮은 CO2가 고산지역에서 관측되

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례 5의 경우(Fig. 6b)는 북극해와 오호츠크해에서

기원한 저농도의 CO2가 한반도의 동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고산지역의 저

농도 CO2는 북극해·오호츠크해-동해-고산의 유입경

로를 따라 공기괴가 이동되어 관측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대기 중의 CO2는 해양에서 생물학적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소비가 많아지고, 따뜻한 물보다는 찬

물에서 더 잘 용해된다. 따라서 해양의 생물분포와 수

온은 대기 중의 CO2의 양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기상청, 2007). 북극해와 오호츠크해 지

역은 하계에 용승과 해빙으로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일사량이 많아 식물플랑크톤이 크게 번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풍부한 플랑크톤으로

인하여 대기 중의 CO2가 바다로 많이 흡수될 뿐 아

니라 인위적인 오염원(즉 CO2 공급원)과 멀리 위치하

Fig. 6. Spatial distributions of daily mean CO2 concentration for (a) Case 7, August 6-9, (b) Case 5, July 11-16, and (c) Case 8,

August 21-23, 2003. Images are provided by the NOAA/ESRL physical science division. The unit is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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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CO2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지역은 울창한 산림과 이로 인한 활발한 광

합성으로 저농도 CO2를 보이는 인근의 시베리아 대

륙과 알래스카지역으로 부터 기류가 유입되어 CO2 농

도가 더 낮아 질 수 있다. 사례 5는 이와 같은 발생

기작을 가지고 고위도 해역에서 생성된 저농도의 CO2

가 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

러나 해양과 대기의 탄소순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추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사례 8(Fig. 6c)은 북태평양에서 고산지역으로 저농

도의 CO2가 확장되어 옴을 나타낸다. 그러나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북서태평양 지역은 식물 또는 주변

지역의 인위적인 오염의 영향을 매우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농도 변화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산에서 관측된 북서태평양 평균 농도보다

매우 낮은 저농도 CO2의 경우 그 기원이 북서태평양

이 아닌 북위 50도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판단된다(Fig. 6c). 즉 오호츠크해로부터 남하

해온 저농도 CO2가 북태평양 지역까지 이동해온 후

여름철 북태평양 기단의 확장과 함께 고산지역으로

이동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3. 대기의 수평분포 특성

본 장에서는 3가지 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에 대해

공기괴의 흐름을 조사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850 hPa

바람장 자료로서 대류권의 하층부분인 약 1.5 km 고

도에서 바람의 방향과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이 자

료는 대류권 하층에서의 기류의 흐름과 강풍구역 추

적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례 7의 경우(Fig. 7a) 바람을 이은 유선이 전반적

으로 시베리아-만주-한반도-고산 지역으로 뻗어있어,

고산 지역으로 북풍(NNW-N)계열의 기류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사례 5(Fig. 7b)는 유선이 전

반적으로 오호츠크해-동해-고산지역으로 뻗어있어 북

동풍(NNW-NE) 계열의 기류가 유입됨을 알 수 있었

다. 사례 8(Fig. 7c)은 북서태평양 일본 남쪽에서부터

동중국해를 거쳐 남풍계열의 기류가 고산으로 유입됨

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북서태평양에서 발견되는

이 기류는 고위도 지역의 기류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

로 그림에서 추측할 수 있다. 

Fig. 8은 3가지 유형의 대표적인 시기동안 고산 기

상대와 안면도 지구대기감시센터의 AWS 바람자료 그

리고 NCEP의 분석바람장을 이용하여 풍향·풍속의

시계열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AWS 바람자료와 NCEP

의 분석바람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사례 7과 사례 5의

경우는 북풍계열의 강한 기류가 유입되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고, 사례 8의 경우는 남풍계열의 기류가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세 유

형에 대해 앞서 제시한 시공간적인 CO2의 분포 및 이

동양상과 잘 일치하고 있다.

3.4. 온실 기체와의 연관성 비교 

본 장에서는 2003년 여름철(7, 8월) 고산지역과 Ryori,

Barrow, Minamitorishima 관측소의 1시간 평균 CH4

(메탄) 농도자료를 이용하여 고산 지역에 저농도 CO2

가 유입되는 시기에 대해 세 가지 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7의 경우 고산지역의 CH4의 농도는 1821.4

ppb로 여름철(6, 7, 8월) 평균농도 값 1777.0 ppb 보다

는 높게 나타났다. 이 사례의 경우 공기괴의 흐름이

시베리아-만주-한반도-고산으로 만주 및 한반도 지역

의 벼농사 및 습지 등에서 발원한 CH4이 고산지역으

로 유입된 것으로 사료된다. 고산 주변 지역은 CH4의

대규모로 발원 할 수 있는 원인이 많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지역적인 영향이 아닌 공기괴의 이동에 따

라 고위도 지방의 CH4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사례 5의 경우 각 관측소별 CH4의 농도는 고산지

역은 1821.4 ppb, 지구급 관측소인 Barrow 관측소는

1858.7 ppb, 그리고 지역급 관측소인 일본의 Ryori 관

측소는 1829.3 ppb로 나타났다. 고산 지역과 Ryori 관

측소의 경우는 비슷한 농도 분포를 보이지만, 사례 5

의 발원지인 Barrow 관측소의 경우는 고산 관측소보

다 약 35 ppb 정도 높게 나타났다. 관측에 의하면 영

구동토대의 해동이 일어나는 북쪽의 이탄습지에서 CH4

의 배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ristensen et al., 2004; Wickland et al., 2006). 이러

한 고위도 해역의 CH4이 공기괴의 이동에 의해 고산

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사료된다.

사례 8의 경우 고산 관측소의 CH4 농도는 1691.8

ppb로 나타났고 북태평양에 위치한 Minamitorishima

관측소에서는 1787.9 ppb로 나타났다(Fig. 9a & 9d).

Minamitorishima 관측소는 여름철 평균CH4 농도가

1780.0 ppb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농도가 낮고 변

화폭도 적은 편이다. 이것은 관측소가 CH4 배출원과

멀리 떨어진 대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름철 OH에

의한 CH4의 제거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

8 시기에 Minamitorishima 관측소에서 평균보다 약 8

ppb가 상승한 것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곳으로 공기

괴의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고

산 관측소는 Minamitorishima 관측소와 평균농도는 비

슷하지만 그 변화폭이 훨씬 크다. 즉, 바람이 북풍계

열일 때 CH4 농도는 매우 높고 남풍계열일 때 매우

낮은 양상을 뚜렷이 보인다(Fig. 8a). 이것은 사례 8

경우 공기괴가 남쪽으로부터 해양성 기류를 타고 고

산으로 유입되었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CH4 농도는

해양에서도 공기괴가 이동하면서 대기 중의 OH 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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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변화하고 비에 의한 대기 중의 CH4 제거효과

(washout-rainout), 그리고 해양-대기 경계층에서의 염

소원자에 의한 산화 등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

(Gupta et al., 1997; Tyler et al., 2000; Platt et al.,

2004; Allan et al., 2005). 따라서 CH4를 이용하여 정

확한 공기괴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 사례 8의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추적

용 가스들을 이용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요약

제주도 고산의 지구대기관측소에서 수집한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CO2 자료, 동일기간 WMO-

GAW 산하의 Minamitorishima, Barrow, Ryori, 안면도

지구대기감시센터의 CO2 자료, NOAA/ESRL의 전 지

구 CO2 분포자료, 그리고 고산기상대와 안면도 지점

의 AWS 기상자료 및 NCEP의 분석기상자료, CH4을

이용하여 고산에서 관측된 여름철 저농도 CO2의 발

생원인과 이동경로에 대해 조사하였다. 고산에서 관

Fig. 7. Spatial distributions of 850 hpa horizontal wind (color: speed, arrow: wind vectors) for (a) Case 7, (b) Case 5, and (c)

Case 8. 



316 강경식·문일주·황승만·신동석·윤순창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0권 3호 (2010)

측된 CO2 자료는 측정장비 운영상의 오류, 풍속 2 m/s

이하의 자료, 그리고 매시간 표준편차 0.6 ppm 이상

의 자료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여름철 평균농

도 보다 낮은 저농도 CO2는 발생원과 멀리 위치하여

청정한 대기를 유지하고 있는 해양성 기류가 북태평

양 고기압의 확장과 함께 유입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송기범 등, 2000). 그러나 분석결과 해양

의 공기를 운반하는 남풍계열의 기류보다 북풍계열의

기류가 유입될 경우 매우 낮은 농도의 CO2가 관측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산지역의 여름철 저농도 CO2

에 영향을 주는 공기괴의 유입경로를 알아보기 위하

여 관측기간 동안 저농도를 보인 11개 사례를 찾아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11개 사례

는 역궤적 분석을 이용하여 공기괴의 발생지를 파악

하고, 발생기원과 이동경로에 따라 시베리아 형(I형),

오호츠크해 형(II형), 북서태평양형(III형)의 3가지 형

태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 11개 사례 중 I형은 5개,

II형은 3개, III형은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시베리아 지역의 기류가 고산지역으로 유입

된 I형은, 역궤적 분석에서 시베리아-만주-서해를 통

해 고산으로 기류가 유입됨을 알 수 있었고, 이때 기

류의 중간 지점에 있는 안면도 지구대기 감시센터에

서도 유사한 저농도 분포가 발견되었다. NOAA/ESRL

의 전지구 CO2의 시공간 분포와 850 hpa 바람장에서

도 시베리아 기원의 기류가 시베리아-만주-서해 경로

를 통하여 고산으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시

베리아 대륙은 전 세계 산림면적의 1/5을 차지하고 있

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철 이 산림지역에서의 활발

한 광합성이 이루어져 대기로부터 많은 CO2가 흡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저농도

CO2 공기괴가 대기운동에 의해 고산 지역으로 유입

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극해 및 오호츠크해의 기류가 고산 지역으

로 유입된 II형은, 역궤적 분석 및 극동아시아 지역의

CO2 시공간 분포와 850 hpa 바람장에서 기류가 오호

츠크해-동해-고산을 통해 유입됨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북극해와 오호츠크해 지역은 하계에 용승과 해빙

으로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일사량이 많아 식물플랑크

톤이 크게 번성하며, 인위적인 오염원에서 멀리 위치

Fig. 8. Time series of wind vectors at (a) Gosan and (b) Anmyeon-do for Case 5, Case 7, and Case 8 (upper: AWS data, lower:

NCEP reanalys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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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CO2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사

료된다, 이러한 고위도 해역의 저농도 CO2 공기괴는

기류를 타고 고산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해양성 기류가 유입된

III형은, CO2의 발생원으로부터 멀리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북반구 중위도 지역보다 연중 낮은 CO2

농도 분포를 보이는 북서태평양 기원의 기류가 남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 고산으로 유입된 경우이다. 그러

나 사례 8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고산에서 관측

된 저농도 값(362.2 ppm)은 이 시기의 북서태평양 평

균 농도인 372 ppm보다 10 ppm 낮은 값을 보여 그

기원이 명확하지가 않다. 실제로 북서태평양 지역은

식물 또는 주변지역의 인위적인 오염원의 영향을 매

우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농도 변화폭이 크지 않아

평균을 벗어나는 저농도 CO2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 따라서 고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평균이하의 저농

도 CO2의 기원은 북서태평양이라기 보다는 고위도에

서 확장된 저농도의 CO2가 북서태평양을 거쳐 한반

도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III형의 저농도

CO2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는 보다 많은 자료를 이용

하여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산 지역의 여름철 저농

도 CO2의 원인은 지역적 요인이 아닌, 주로 시베리아

대륙 및 고위도 해역에서 기원한 저농도 CO2가 대기

운동에 의해 한반도와 고산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

된다. 향후 이러한 결과는 다른 대기오염 추적물질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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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s of CH4 concentration time series among (a) Gosan, (b) Ryori, (c) Barrow, and (d) Minamitorishima for

Case 5, 7, an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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