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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출현한 황사의 발원지별 기상 특성 분석
김선영*·이승호**

The Analysis of the Weather Characteristics by Source Region
of the Asian Dust Observed in South Korea
Sunyoung Kim* · Seungho Lee**
요약 :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출현한 황사 발원지별로 기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일별 황사
자료와 발원지의 일별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 황사 출현 시의 발원지 기상상태를 분석하였다. 한국에 출
현한 황사 중 네이멍구에서 발원한 황사의 빈도가 가장 높다. 황토고원을 제외한 발원지에서 출현한 황사 일수
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국에 영향을 미친 빈도가 높았다. 황토고원의 경우 1960년대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한국의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친 빈도가 높았다. 한국의 황사 발생일수와 발원지의 봄철 및 4월
기상요소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 네이멍구에서 발원한 황사 발생일과 4월 해면기압, 봄철 상대습도와 음의 관
계가 있다. 고비에서 발원한 황사 발생일과 4월 돌풍일수와 양의 관계이며, 4월 해면기압과 음의 관계이다. 만
주에서 발원한 황사 발생일과 4월 강수량, 해면기압과는 음의 관계이다. 황토고원에서 발원한 황사 발생일과 4
월 최대풍속과는 양의 관계이며, 해면기압과는 음의 관계이다.
주요어 : 황사 발원지, 황사 발생일, 해면기압, 돌풍일수, 상대습도

Abstract : This paper aimed to investigate the Asian dust source region and climatic condition of source region
by the case of Asian dust in south Korea. In order to analyze the weather condition of source region, observed the
Asian dust days data and weather data in China were used. The Asian dust days originating from inner-Mongolia
were the most frequent. The Asian dust days originating from all the source regions except Loess plateau were
increased recently and occurred over the country. In case of Loess plateau, the frequency of the Asian dust days
in 1960s was the highest and only the southern region of the south Korea was mostly affe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ian dust days of Korea and climatic factors of spring and April of source region was 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ian dust days originating from the inner Mongolia and sea level pressure of April and
relative humidity of spring was negative. The Asian dust days from Gobi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wind gust
days and negative relationship with sea level pressure in April. The Asian dust days from Manchuria had negative
relationship with precipitation and sea level pressure in April. The Asian dust days from Loess plateau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maximum wind speed and negative relationship with sea level pressure in April.
Key Words : source region, inner Mongolia, sea level pressure, the number of wind gust days, relative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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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와 맞물려 아시아 대륙에
서 황사 발원지가 확대되면서 또 다른 심각한 기후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황사는 자연적으로

한반도의 풍상 측에 자리한 중국은 면적의 13.6%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써 일단 발생하면 수

가 건조와 반건조 지역이며 대부분 모래와 고비

백에서 수 천 킬로미터까지 장거리 이동하여 발원지

(gravel desert)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Liu et al.,

의 주변 지역의 대기 환경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2004). 봄철 중국에 부유한 먼지의 대부분은 건조와

대규모 황사 발원지가 위치한 중국은 이로 인한 피해

반건조지역에서 발원한 것이 대기 중으로 유입되어

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막화

이동된 것이다. 발원지 주변지역의 높은 먼지 부하량

방지를 위해 대규모 조림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많은

은 보건, 정밀 제조 산업, 농업, 교통 등 여러 분야에

경제적 투자를 하고 있다.

영향을 미쳐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발원지의 확장과 이동은 발원지 주변지역의 환경
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황사 발원지뿐만 아니라 발

황사는 발원지의 기상조건과 지표 상태를 비롯한

원지의 주변에 가까이 위치하면서 황사의 영향을 직

여러 조건에 따라 발생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황

접적으로 받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를 중

사의 발생 여부는 발원지역의 대기 건조도, 강수량,

심으로 황사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

적설 상태, 풍속 등의 기상조건과 지표의 식생 유무

게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10; Liu et al., 2009;

등의 지표 상태에 의해 좌우된다. 발원지에서 황사가

Kim, 2008; Kinoshita et al., 2005; Kim and Park,

발생한다고 하여도 한국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

2001; Chun et al., 2001). 한국의 기상청에서는 중국

은 아니다. 발원지에서 발생한 황사가 한국까지 이동

의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 상에 먼지폭풍을 정량적

하기 위해서는 황사를 부유시킬 수 있는 강한 저기압

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황사 관측소를 설치하여 황사예

발생과 부유한 입자가 수송될 수 있는 강한 풍속 등

보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의 기상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발원지에서 발생한

황사에 관한 정보교류를 확대하여 황사에 대한 공동

황사가 주변지역으로 수송되어 한반도에 도달하는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중국

까지 소요시간은 상층 기류의 속도, 발원지의 위치 등

의 북부 지역과 몽골의 장기간 기상관측소에서 황사

에 따라서 다르다.

관측과 분석을 통하여 황사발생에 대한 장기적인 경

Dai et al.(2004)과 Gao et al.(2003) 등의 연구에 의

향과 계절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Qian

하면, 최근의 기온상승이 토양의 수분 상태의 변화를

et al., 2002; Sun et al., 2003; Natsagdorj et al., 2002;

유발하여 지표면의 건조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

Gao et al., 2003; Liu et al., 2004; Hara et al., 2006).

는 중국 북부와 몽골에서 황사발생 빈도를 증가시키

황사 발원지 평가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져 왔으

는 원인이 된다. 지표면의 건조는 사막화로 이어질 수

며(Zhang et al., 1997; Sun et al., 2001; Zhang et al.,

있다. Li et al.(2005)에 의하면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2003; Liu et al., 2009), 한국에 출현하는 황사의 발

의 커얼친 사막에서는 지표면의 풍화로 사막화가 가

원지를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었다(이종재·김철희,

속화되고 있다. 사막화의 피해가 심각한 중국 북서지

2008; Chun et al., 2001). 이와 같이 발원지를 평가하

역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막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

고 황사 발원지의 기상상태를 파악한 연구는 이루어

로 과도한 경지 개간과 지나친 방목이 반복되면서 중

져왔으나, 주변지역인 한국에 황사 출현 시 발원지의

국의 농업 및 목축산업 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기상상태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국에 출현한

있다. 또한 무분별한 수자원 남용으로 인한 토양의 알

황사의 발원지를 추적하고, 그 지역의 기상특성을 파

칼리화 등 사막지역 생태계와 경제 산업의 악순환의

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의 황사 출현 가능성을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다(Zhang, 2003).

예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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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출현한 황사의 발원지를 추

으로부터 168시간(7일) 전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분

적하고, 한국에 황사 출현 시 발원지의 기상상태를 파

석 작업을 통해 한국에 출현하는 황사의 발원지를 네

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에 황사를 초래한 주

이멍구(inner Mongolia), 고비(Gobi), 만주(Manchu-

요 황사 발원지별로 기상상태를 분석하였다.

ria), 황토고원(Loess plateau)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Figure 2). 기상청에서는 황사 예보를 위해 고비, 텡
겔(Tengel), 오르도스(Ordos), 네이멍구, 황토고원,
만주의 6가지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2. 연구자료 및 방법

구분된 발원지 중 고비는 기상청에서 구분한 고비와
텡겔을 포함하며, 황토고원은 오르도스와 황토고원
본 연구에서 이용한 주요 자료는 기상청에서 관측

을 포함한다.

하고 있는 각 관측지점의 강도별 황사 출현일 자료와

중국의 네이멍구 자치구는 동서로 길게 뻗어 몽골

중국 황사 발원지의 일별 기상자료이다. 한국의 기

의 국경과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동쪽에서부터 헤이

상청에서는 황사를 강도에 따라 0(시정이 다소혼탁),

룽장 성, 지린 성, 랴오닝 성, 허베이 성, 산시 성, 닝

1(하늘이 혼탁하고 황색먼지가 물체표면에 쌓이는 정

샤 후이족 자치구, 간쑤 성과 남쪽으로 접해 있다. 본

도), 2(하늘이 황갈색으로 되어 빛을 약화시키며 황색

연구에서는 몽골의 국경과 서쪽으로 접한 지역을 네

먼지가 쌓임)로 나누어 목측(目測)한다. 황사 자료의

이멍구지역으로 정의하였다. 고비는 대체로 알타이

분석 기간은 1961~2010년으로 50년 동안이다. 본 연
구에서는 황사 관측이 이루어지는 39개의 기상관측
지점 중 단 한곳에서라도 황사가 관측된 날을 한국의
황사 출현일로 정의하였다.
발원지인 중국의 기상자료는 미국 국립기후자료
센터(National Climate Data Center; NCDC)에서 제
공하는 일별 기상자료이다. 중국 기상자료의 분석 기
간은 1973~2010년으로 38년 동안이다. 황사 발원지
의 기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평균, 최고, 최저기
온, 해면기압, 상대습도, 강수량, 평균풍속, 순간최대
풍속 등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에 출현한 황사의 발원지로부터의 이동경로
를 추적하기 위해 NOAA HYSPLIT (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모델을 이
용하였다. HYSPLIT 모델의 3가지 연직운동방법 중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경로의 추적에 효과적
인 등엔트로피 운동방법(isentropic motion)을 사용하
였으며, 방향은 역추적(backward)으로 설정하였다.
역추적 시작지점은 황사가 출현한 지점의 1,500m 상
공으로 하였다. 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중국 서
부에 위치한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
국으로 이동하는데 까지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다. 따라서 모든 역추적 경로의 이동시간은 출현시각
- 169 -

Figure 1.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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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lassification of source region

산맥 동단에서 싱안링(興安嶺)산맥 서쪽 기슭에 걸

는 거친 땅’이라는 뜻으로, 실제로 고비사막 대부분

친 동서 1,600km, 남북 500∼1,000km의 범위에 속

의 지역은 암석사막을 이루어 모래사막으로 된 지역

하는 지역이다. 고비란 몽골어로 ‘풀이 잘 자라지 않

은 넓지 않고, 초원지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만주

Figure 3. Weather station of the sourc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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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록강 북쪽의 광활한 지역을 일컬으며, 중국 동북

(Yanan; 36.6°N, 109.5°E)이다(Figure 3).

3성인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의 동부지역을

한국에 출현한 황사의 발원지별 출현빈도를 연별,

말한다. 황토고원은 황하(黃河) 중류에 걸쳐 넓게 분

시기별,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황사 출현일수의 변화

포된 황토지구를 가리킨다. 황토고원은 전 세계적으

율을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유의성을 확인하였

로 토양침식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 황사 출현일수의 지역별 빈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00~300m의 두께로 황토가 덮여 있다(Qiangguo,

황사가 출현한 관측지점을 중부, 남부, 서부, 동부,

2002).

제주의 5가지로 구분하고, 모든 지역에서 출현했을

기상청에서는 중국의 황사발원지와 이동경로 상

경우 전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Figure 4).

에 황사 관측소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황사예보에 활

발원지별로 황사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소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황사 발원지의 기상특

를 파악하기 위하여 발원지의 기온, 강수량, 상대습

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황사예보에 활용

도, 해면기압, 풍속 등의 기상요소와 한국에 출현한

하고 있는 관측지점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관측

황사일수와의 상관관계를 연별, 계절별, 월별로 분석

지점은 다음과 같다. 네이멍구지역의 경우 얼롄하

하였다.

오터(Erenhot; 43.65°N, 112°E), 고비의 경우 민친
(Minqin; 38.76°N, 103.1°E)이며, 만주의 경우 통랴오
(Tongliao; 43.6°N, 122.26°E), 황토고원의 경우 옌안

3. 발원지별 황사의 출현 빈도

지난 50년간 한국에 출현한 황사 빈도를 발원지
별로 분석하였다. 네이멍구지역에서 발원한 황사
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329일로 전체 출현일
수의 54.4%이다. 그 외 고비에서 발원한 것이 159
일(26.2%)이고, 만주와 황토고원에서는 각각 75일
(12.4%), 43일(7.1%)의 출현빈도이다(Figure 5). 대표
적 황사 발원지인 중국 북부지역과 몽골에 인접한 사

Figure 5. Frequency of Asian dust days observed
in South Korea by source region (1961-2010)

Figure 4. Classification of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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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본 연구에서 네이멍구지역과 고비로 분류되는

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증가하다가 1980년대 중반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국에 출현한 황사의 80%

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

이상을 차지하였다. 선행연구(김종재·이철희, 2008)

반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네

에 의하면 타클라마칸사막, 고비사막, 황토고원, 내

이멍구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 출현일의 변화율은 0.9

몽골고원·만주지역의 순으로 황사가 발생하였다. 발

일/10년으로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다.

원지의 황사 빈도와 한국에 출현한 황사 빈도의 경향

고비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연평균 3.2일이었으며, 2002년에 11일로 가장 빈번하

이 서로 상이한 것은 추후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발원지별 황사 출현 빈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게 영향을 미쳤다. 고비에서 발원한 황사는 한국에서

한국에 출현한 황사의 연별 출현 빈도를 발원지별로

196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는 추

분석하였다(Figure 6). 네이멍구에서 발원한 황사가

세를 보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는 추세였다.

한국에 영향을 미친 날은 연평균 6.6일이며, 2005년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에 20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다. Figure 6에서 볼

고 있지만, 그 기간이 짧아서 최근의 경향을 일반화하

수 있듯이 네이멍구에서 발원한 황사는 1970년대 초

기 어렵다. 고비에서 발원한 황사의 변화율은 -0.07

Figure 6. Change of the Asian dust by sourc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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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10년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사이에 네이멍구에서 먼지폭풍의 빈도가 증가한 것

만주에서 발원한 황사는 연평균 1.5일 출현하며,

(Lim and Chun, 2006)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1978년, 2001년, 2007년에 5일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

한국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발원지인 만주에서 황사

다. 만주에서 발원한 황사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0

출현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년대 중반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그 후 최근

발원한 황사는 2.9일/년으로 1960년대(1.0일/년)에

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만주에서

비해 약 3배 증가하였다. 선행연구(이종재·김철희,

발원한 황사의 변화율은 0.4일/10년으로 증가하는 추

2008)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황토고원에서 발원하여 한

세이다.

국에 출현하는 황사 빈도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

황토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는 연평균 0.9일 출현하

다.

며, 1962년, 1969년, 1971년에 4일로 가장 많이 출현

한국에 출현한 황사를 전국, 중부, 남부, 서부, 동

하였다. 황토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는 1970년대 중반

부, 제주의 6가지로 구분하여 발원지별로 그 비율을

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

분석하였다(Figure 7). 네이멍구에서 발원한 황사는

인다. 그 후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

전국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186일(56.5%)로 가장 높

고 있다. 황토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의 변화율은 -0.3

았으며, 중부 55일(16.7%), 남부 41일(12.5%), 서부

일/10년으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17일(5.2%), 동부 8일(2.4%), 제주 22일(6.7%)의 순

각 발원지별 황사 출현 빈도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

이었다. 고비, 만주에서 발원한 황사의 경우도 네이

과 2000년대의 출현 빈도가 169회로 가장 높았다.

멍구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네이멍구, 고비, 만주

발원지별로는 네이멍구, 고비, 만주에서 각각 105일

등의 황사 발원지가 한국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

(31.9%), 33일(20.8%), 26일(34.7%)로 2000년대의

므로 남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중부

황사 출현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황토고원에서

지방에서 많이 출현하였으며, 동부지역보다는 서부

발원한 황사의 경우에는 1960년대에 출현한 것이 18

지역에서 더 많이 출현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황

일(41.9%)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토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경우

한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네이멍구에서 2000

와 남부에서 발생한 경우가 각각 12일(27.9%)로 가장

년대에 발원한 황사는 12.0일/년으로 1960년대(4.8

높았으며, 중부 7일(16.3%), 제주 5일(11.6%), 동부 4

일/년)에 비해 2.5배 증가하였다. 이는 1993-2004년

일(9.3%), 서부 3일(7.0%)의 순이었다. 다른 발원지와

Figure 7. Proportion of the-Asian
173 -dust by source 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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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남부지역과 제주의 출현비율이 높았다. 황토

국에 출현한 월별 황사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얼롄하

고원은 다른 발원지보다 위도 상으로 남쪽에 위치하

오터의 상대습도는 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황사

여 한국과 비슷한 위도 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

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월에 26%로 가장 낮다. 평균

부지역과 제주에서의 출현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

풍속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4월에 5.1m/sec로

된다.

가장 강하다. 이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도 바람이 가장
강하고 상대습도가 낮아서 황사가 발생하기 좋은 시
기인 4월에 평균 3.0일로 가장 많다.
Table 1은 네이멍구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영향을

4. 황사 발원지별 기상 특성

미친 황사일수와 얼롄하오터의 기상요소 사이의 상
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얼롄하오터의 3, 4월, 봄,

1) 네이멍구

겨울철, 전년의 해면기압과 한국에 출현한 황사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유의수준 α=0.01에서

Figure 8은 네이멍구에 위치한 얼롄하오터의 월평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얼롄하오터의 3, 4월, 봄철의

균 상대습도와 평균풍속, 네이멍구에서 발원하여 한

상대습도와 한국의 황사 출현일수와는 음의 상관관

Figure 8. Monthly relative humidity and mean wind speed in Erenhot (1973-2010)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factors and the Asian dust days in inner Mongolia
march

april

spring

winter

sea level pressure

-0.685**

-0.691**

-0.516**

-0.647**

-0.622**

relative humidity

-0.341*

-0.358*

-0.372*

-0.153

-0.073

precipitation
wind speed

annual

0.046

-0.093

0.172

0.019

0.148

-0.030

-0.020

-0.008

-0.084

-0.095

** significant at 99%, * significant at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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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lationship between Asian dust day and
sea level pressure in April of Erenhot

Figure 10. Relationship between Asian dust day and
relative humidity in spring of Erenhot

계가 있으며, 유의수준 α=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10은 얼롄하오터의 봄철 상

하다. 그러나 얼롄하오터의 강수량과 풍속은 한국에

대습도와 네이멍구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출현한 황

출현한 황사일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

사일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봄철 상대습도와

Figure 9는 황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월의 평균

네이멍구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출현한 황사일수 사

해면기압과 네이멍구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영향을

이에는 r=-0.372의 음의 관계가 있다. 이는 황사가

미친 황사 출현일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4

주로 발생하는 봄철 발원지의 평균 상대습도가 낮을

월 해면기압과 네이멍구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출현

수록 한국에 출현하는 황사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한 황사일수 사이에는 r=-0.691의 비교적 높은 음

한다. 김선영·이승호(2009)에 의하면 중국 네이멍구

의 관계가 있다. 이는 황사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인 4

에 위치한 바이엔(Baien) 지점의 상대습도와 평균습

월에 발원지의 평균 해면기압이 낮을수록 한국에 출

도도 4월이 황사 출현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보인다

현하는 황사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사물

고 하였다.

질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발원지에 저기압이 형성되
어 상승기류가 형성되어야한다. 황사 출현일이 많았

2) 고비

던 해는 4월 평균 해면기압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황
사 출현일이 적었던 해는 4월 평균 해면기압이 높았

Figure 11은 고비에 위치한 민친의 월평균 상대습

다. 이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국에 가장 빈번하

도와 평균풍속, 고비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출현한 월

게 영향을 미친 2005년(11일)의 4월 평균 해면기압은

별 황사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민친의 상대습도도 네

1012.4hPa로 평년값인 1014.3hPa보다 1.9hPa 낮았

이멍구의 얼롄하오터와 마찬가지로 1월부터 감소하

다. 반면에 이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단 하루도 한

기 시작하여 황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월에 27.6%

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1997년의 4월 평균 해면

로 가장 낮다. 평균풍속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

기압은 1019.0hPa로 평년보다 4.7hPa 더 높았다.

여 4월에 3.4m/sec로 가장 강하다. 이 지역에서 발원

발원지가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 발원지에서 황

한 황사도 바람이 가장 강하고 상대습도가 낮아서 황

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 이는 발

사가 발생하기 좋은 시기인 4월에 평균 1.1일 발생한

원지의 지표상태가 건조하면 황사 발생이 많아진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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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Monthly relative humidity and mean wind speed in Minqin (1973-2010)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factors and Asian dust days in Gobi
march

april

spring

winter

annual

sea level pressure

-0.294*

-0.300*

-0.283*

-0.131

-0.228

relative humidity

-0.094

-0.089

-0.146

-0.153

-0.073

precipitation

0.246

-0.093

0.172

0.019

0.148

wind speed

0.313*

0.288*

0.184

0.295*

0.324*

* significant at 95%

Table 2는 고비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출현한 봄철

낸 것이다. 4월 돌풍일수와 고비에서 발원하여 한국

황사일수와 민친의 기상요소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

에 출현한 봄철 황사일수사이에는 r=0.515의 비교적

타낸 것이다. 민친의 3, 4월, 봄철 해면기압과 한국의

높은 양의 관계가 있다. 이는 황사가 주로 발생하는

봄철 황사 출현일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시기인 4월 발원지에 돌풍이 많이 발생할수록 한국에

는 유의수준 α=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민친

출현하는 황사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 중

의 3, 4월, 봄철, 전년의 평균풍속과 한국의 봄철 황

으로 부유한 황사가 주변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 출현일수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의수준

는 강한 바람이 필요하다. 연구기간 중 4월의 평균 돌

α=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민친의 상대습도

풍 발생일수는 2.1일로 연평균 돌풍 발생일수(0.8일)

및 강수량과 한국의 봄철 황사 출현일수와는 그 관계

보다 2배 이상 많다. Wang et al.(2003)에 의하면 발원

가 유의하지 않다.

지의 먼지 폭풍 발생 빈도는 강풍과 밀접한 관련이 있

황사물질이 주변지역으로 수송되기 위해서는 발원

다고 하였다.

지에 강한 바람이 불어야한다. Figure 12는 황사가 가

Figure 13은 황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월의 평

장 많이 발생하는 4월의 돌풍일수와 고비에서 발원

균 해면기압과 고비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출현한 봄

하여 한국에 출현한 봄철 황사일수와의 관계를 나타

철 황사일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4월 해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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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주
Figure 14는 만주에 위치한 통랴오의 월평균 상대
습도와 평균풍속, 만주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출현한
월별 황사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통랴오의 상대습도
는 다른 발원지와 마찬가지로 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
하여 황사가 주로 발생하는 봄철 중에서도 3월과 4월
에 37.5%로 가장 낮다. 평균풍속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4월에 5.1m/sec로 가장 강하다. 이 지역에
서 발원하여 한국에 출현한 황사일수도 바람이 가장
강하고 상대습도가 낮아서 황사가 발생하기 좋은 시
Figure 12. Relationship between Asian dust day and
gust day in April of Minqin

기인 4월에 평균 0.6일로 가장 많다.
Table 3은 만주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출현한 황사
일수와 통랴오의 기상요소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통랴오의 3월, 4월,봄철, 전년의 해면기압과
한국에 출현한 황사일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
며, 이는 유의수준 α=0.01, α=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통랴오의 3월, 4월, 봄철, 전년의 상대습도
와 한국에 출현한 황사일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
으며, 유의수준 α=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통
랴오의 4월, 겨울철 강수량과 한국에 출현한 황사일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의수준 α=0.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나 통랴오의 풍속과 한
국에 출현한 황사일수와는 그 관계가 유의하지 않다.
황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원지가 건조한 상태
여야 한다. Figure 15는 4월의 강수량과 만주에서 발

Figure 13. Relationship between Asian dust day and
sea level pressure in April of Minqin

원하여 한국에 영향을 미친 황사일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연중 황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월
의 강수량과 만주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출현한 황사
일수사이에는 r=-0.365의 음의 관계가 있다. 이는 황

압과 고비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출현한 황사 빈도사

사가 가장 많이 출현하는 4월 발원지의 강수량이 적

이에는 r=-0.300의 음의 관계가 있다. 이는 황사가

을수록 한국에 출현하는 황사일수가 많다는 것을 의

주로 발생하는 4월 발원지의 평균 해면기압이 낮을

미한다. 발원지에 많은 강수가 발생하면 지표면의 황

수록 한국에 출현하는 황사일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

사 입자가 수분을 함유하게 되어 대기 중으로 부유하

한다. 황사가 가장 많이 출현한 1998년(6일)의 4월 평

기 어려워진다. Gao et al.(2003)에 의하면 발원지의

균 해면기압은 1010.4hPa로 평년값인 1014.9hPa보다

강수량은 먼지 폭풍 빈도와 관련이 있으며, 겨울부터

4.5hPa 낮았다. 반면에 황사가 단 하루도 출현하지

봄철의 강수량은 연강수량보다 큰 관련이 있다고 하

않았던 해의 4월 평균 해면기압은 1015.1hPa로 평년

였다.

보다 0.2hPa 더 높았다.

황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원지에 저기압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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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Monthly relative humidity and mean wind speed in Tongliao (1973-2010)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factors and Asian dust days in Manchuria
march

april

spring

winter

annual

sea level pressure

-0.631**

-0.585**

-0.695**

-0.295

-0.439*

relative humidity

-0.683**

-0.561**

-0.722**

-0.124

-0.791**

precipitation

-0.221

-0.365*

-0.224

-0.301*

0.153

wind speed

-0.183

-0.211

-0.112

-0.130

-0.167

** significant at 99%, * significant at 95%

Figure 15. Relationship between Asian dust day and
precipitation in April of Tongliao

Figure 16. Relationship between Asian dust day and
sea level pressure in spring of Tongl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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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상승기류가 발생해야 한다. Figure 16은 봄철

다. 이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도 다른 발원지와 마찬가

해면기압과 만주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영향을 미친

지로 풍속이 가장 강하고 상대습도가 낮아서 황사가

황사일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연중 황사가

발생하기 좋은 시기인 4월에 0.28일로 가장 많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 봄철의 해면기압과 만주

Table 4는 황토고원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영향을

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출현한 황사 출현일수 사이에

미친 황사일수와 옌안의 기상요소 사이의 상관관계

는 r=-0.695의 비교적 높은 음의 관계가 있다. 이는

를 나타낸 것이다. 옌안의 3, 4월, 봄, 겨울철, 전년의

황사가 주로 발생하는 봄철 발원지의 평균 해면기압

해면기압과 한국에 출현한 황사와는 음의 상관관계

이 낮을수록 한국에 출현하는 황사일수가 많다는 것

가 있으며, 이는 유의수준 α=0.01, α=0.05에서 통계

을 의미한다. 황사가 5일이나 출현한 2001년의 봄철

적으로 유의하다. 옌안의 평균 풍속과 한국에 출현한

평균 해면기압은 1011.2hPa로 평년보다 2.0hPa 더 낮

황사일수와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유의수준 α

았고, 황사가 단 한 차례도 출현하지 않은 해의 봄철

=0.01, α=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옌안의 강

평균 해면기압은 1013.6hPa로 평년보다 0.2hPa 더 높

수량 및 상대습도와 황사 출현일수와는 그 관계가 유

았다.

의하지 않다.
황사물질이 발원지로부터 주변지역으로 수송되

4) 황토고원

기 위해서는 상승기류, 지표면의 건조도와 더불어 발
원지에 강한 바람이 불어야한다. Figure 18은 황사가

Figure 17은 황토고원에 위치한 옌안의 월평균 상

많이 발생하는 4월 최대풍속과 황토고원에서 발원하

대습도와 평균풍속, 황토고원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여 한국에 영향을 미친 황사일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

출현한 월별 황사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옌안의 상대

낸 것이다. 4월 최대풍속과 황토고원에서 발원하여

습도는 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황사가 가장 많이

한국에 출현한 황사일수 사이에는 r=0.725의 높은 양

발생하는 4월에 31.2%로 가장 낮다. 평균풍속도 1월

의 관계가 있다. 이는 황사가 주로 발생하는 4월 발원

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4월에 3.7m/sec로 가장 강하

지의 풍속이 강할수록 한국에 출현하는 황사일수가

Figure 17. Monthly relative humidity and mean wind speed in Yanan (197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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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efficient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factors and Asian dust days in Gobi
march

april

spring

winter

sea level pressure

-0.418*

-0.590**

-0.587**

-0.539**

-0.549**

relative humidity

-0.057

-0.191

-0.201

-0.194

-0.023

precipitation

-0.106

0.108

0.023

0.323

-0.010

0.432*

0.496**

0.476**

wind speed

0.241

annual

0.518**

** significant at 99%, * significant at 95%

Figure 18. Relationship between Asian dust day and
maximum wind speed in April of Yanan

Figure 19. Relationship between Asian dust day and
sea level pressure in April of Yanan

5. 토의 및 결론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기간 중 4월의 평균 최대
풍속은 6.3m/sec로 연평균 최대풍속(5.2m/sec)보다
1.1m/sec 더 강하다.

황사가 발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

황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원지에 저기압이 형

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황사 물질이 대기 중으로 부

성되어 상승기류가 발생해야 한다. Figure 19는 황사

유하기에 적당한 건조한 지표 상태, 황사 물질을 대기

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월의 해면기압과 황토고원에

중으로 부유시킬 수 있는 강한 상승기류, 부유한 물질

서 발원하여 한국에 영향을 미친 황사일수 사이의 관

을 주변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강한 상층 바람이

계를 나타낸 것이다. 연중 황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필수적이다. 한국에 영향을 미친 황사 발원지별로 약

4월의 해면기압과 황토고원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출

간의 기상 특성 차이가 있다(Table 5). 분석 대상 발원

현한 황사일수 사이에는 r=-0.590의 음의 관계가 있

지의 해면기압과 한국에 출현한 황사일수 사이에는

다. 이는 황사가 주로 발생하는 4월 발원지의 평균 해

음의 관계가 있다. 황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황사 물

면기압이 낮을수록 한국에 출현하는 황사일수가 많

질이 대기 중으로 부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발원지

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 강한 상승기류가 형성되어야 한다. 황사 발원지의
해면기압이 낮을수록 저기압이 발달할 수 있으므로
상승기류가 형성될 조건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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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limate factors related with Asian dust days observed in South Korea by source region
source region
climate factors

inner-Mongolia

Gobi

Manchuria

Loess plateau

sea level pressure

-

-

-

-

relative humidity

-

×

-

×

precipitation

×

×

-

×

wind speed

×

+

×

+

+: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Asian dust, -: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Asian dust,
×: no relationship with the Asian dust

네이멍구와 만주의 상대습도 및 강수량과 한국에

적하고, 황사 발원지의 기상상태 분석을 통해 한국에

출현한 황사와는 음의 관계가 있다. 이는 발원지의 대

황사 출현 시 발원지의 기상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

기와 지표가 건조하면 황사 물질이 쉽게 대기 중으로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부유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황사 빈도가 증가

한국에 출현한 황사의 빈도를 발원지별로 살펴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원지의 상대습도와 강

면, 네이멍구에서 발원한 황사가 전체 출현일수의

수량과 같은 기후요소는 황사 발원을 촉진시킬 수 있

54.4%를 차지하며, 고비, 만주, 황토고원의 순이었

으므로 황사 발생에 중요하다. 네이멍구와 만주에서

다. 황토고원을 제외한 모든 발원지에서 출현한 황사

발원하여 한국에 영향을 미친 황사일수와 발원지의

일수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황토고원에서 발원

풍속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황사 물질을

한 황사는 1960년대에 가장 높은 빈도였다.

공기 중으로 쉽게 부유시킬 수 있는 조건이 황사 물질

한국의 지역별 황사 출현일을 보면, 황토고원을 제

을 주변지역으로 수송시키는 기상 조건보다 더 큰 영

외한 분석 대상 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는 전국적으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 고르게 출현한 비율이 높았다. 황사 발원지가 한국

고비와 황토고원의 풍속과 한국에 출현한 황사일

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남부보다 상대적으

수와는 양의 관계가 있다. 이는 발원지에 강한 바람이

로 거리가 가까운 중부에서 많이 출현하였으며, 동부

형성되면 황사물질이 주변지역으로 수송되기에 좋은

보다는 서부에서 더 많이 출현하였다. 황토고원의 경

조건을 형성하므로 황사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우 남부에 출현한 경우의 빈도가 높았다.

을 의미한다. 발원지의 풍속은 황사 이동을 용이하게

분석 대상 황사 발원지에서 4월의 풍속이 가장 강

하므로 주변지역의 황사 출현에 중요한 기후요소이

했으며, 상대습도는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발원지

다. 고비와 황토고원에서 발원하여 한국에 영향을 미

의 대기 상태는 황사 발원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

친 황사일수와 발원지의 상대습도 및 강수량과는 유

으며, 실제로 모든 발원지에서 발원한 황사가 4월에

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황사 물질을 주변지역에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수송하는 기상조건이 한국의 황사 출현에 더 큰 영향

발원지의 기상요소와 한국에 출현한 황사일수와의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김종재·이철희(2008)의 연

관계를 분석한 결과 발원지의 해면기압, 상대습도,

구결과에서 도출된 것과 같이 황사가 발원하는 계절

강수량과 한국에 출현한 황사일수와는 음의 관계가

의 강수량 뿐만 아니라 그 이전 계절의 강수량도 황사

있었으며, 풍속과는 양의 관계가 있었다.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

한국에 출현한 황사의 발원지를 분석하고 황사 출

는 이전 계절의 기상 상태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되어

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원지의 기상상태를 파악

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생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출현한 황사의 발원지를 추

하여 주변지역으로 수송되기까지는 복잡한 대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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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메커니즘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발원지의 기

Kim, J., 2008, Transport routes and source regions of

상상태만으로 한국에 황사가 출현할지 여부를 판단

Asian dust observed in Korea during the past 40

하기는 어렵다. 향후 보다 정확한 황사 출현 예측 모

years (1965-2004), Atmospheric Environment, 42,

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황사 출현에 영향을 미칠 수

4778-4789.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가 시행되어야

Kinoshita, K., Ning, W., Gang, Z., Tupper, A., Iino, N.,
Hamada, S., and Tsuchida, S., 2005, Long-term

한다.

observation of Asian dust in Changchun and Kagoshima, Water, Air, and Soil Pollution: Focus, 5,
89-100.
Lee, Y. C., Yang, X., and Wenig, M., 2010, Transpo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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