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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uth Korea established the 2050 Carbon Neutral Plan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nd to achieve this policy, it is very important to monitor domestic carbon emissions and

atmospheric carbon concentration. Both CO2 and CO are emitted from fossil fuel combustion

processes, but the relative ratios depend on the combustion efficiency and the strength of local

emission regulation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O2 and CO was analyzed using

ground observation data for the period of 2018~2020 at Anmyeon-do site and the CO/CO2 ratio

according to regional origin during high CO2 cases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footprint sim-

ulated from Stochastic Time-Inverted Lagrangian Transport (STILT) model. CO2 and CO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orrelation coefficient of 0.66 (p < 0.01), and averaged foot-

prints during high CO2 cases confirmed that air particles mainly originated from eastern and

north-eastern China, and inland of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among the

cases of high CO2 concentration, when the CO/CO2 ratio is high, the industrial area of eastern

China is greatly affected, and when the ratio is low, the contribution of the domestic region is

relatively high. The ratio of CO2 and CO i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be used as a

useful factor in determining the possibility of domestic and foreign origins of climate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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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지구 평

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 상승하였으며(WMO,

2019), 이러한 급격한 지구온난화에는 인위적 활동으

로 인한 탄소 배출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구온

난화에 대한 위기감 고조로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o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

립’ 목표를 선언하였으며, 우리 정부 역시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인위적 탄소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고품질로 관측된 온실가스 관측자료

를 확보하고 활용해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될 수 있

는 기초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면도, 제주도 고산, 울릉도·독도

등의 기후변화감시소에서 온실기체를 포함하여 총 34

종의 대기조성물질을 관측하고 있다. 한국은 편서풍

대에 자리잡고 있어 주변국을 통과하는 기류의 영향

을 쉽게 받으며 특히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기

체를 배출하는 중국의 동쪽에 위치하여, 특정 기상조

건에서는 중국발 대기오염물질이 수송되어 한국의 대

기 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e et al.,

2011). 중부 서해안에 위치한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는 국내 발생뿐만 아니라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

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기체 농도의 변동성을 분석

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다수의 국

내 선행연구에서 오염물질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한

분석 지점으로 활용하였다(예, Lee et al., 2008; Park

et al., 2010; Jeon et al., 2014; Lee et al., 2019a). 특

히 Li et al. (2014)는 안면도 지점에서 관측된 이산

화탄소 농도와 역궤적 모델링을 활용하여 이산화탄

소의 국내 및 국외 배출 지역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는 주로 석유와 석

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하며, 불완전연소

의 산물인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CO)와 동일

한 배출원을 가진다(Ward et al., 1996). 따라서 CO2

와 CO의 지표 농도는 강한 양의 상관성을 보이며,

Wei et al. (2020)에서는 중국 대도시인 상하이에서 지

표 CO2와 CO 농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0.88의

유의미한(p < 0.01) 양의 상관계수가 나타남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Halliday et al. (2019)에서는 화석연

료의 연소 효율에 따라 CO2와 CO의 배출 비율이 달

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Park et al. (2021)에서

는 위성 관측의 CO2 및 CO 컬럼 농도를 이용하여 선

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 CO/CO2 값이 높음

을 보였고 이는 약한 배출 통제 조치와 화석연료의

낮은 연소 효율로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Silva

et al. (2013)에서는 서울의 CO/CO2 비율이 중국과 일

본의 대도시보다 더 낮게 나타남을 보였다. 즉, 대기

중 CO2와 CO 농도의 비율은 오염물질 배출원의 지

역적 기원 특성을 파악하는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서쪽에 위치한 안면도 기후

변화감시소의 CO2 및 CO 농도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두 물질 간 상관성을 분석하고, 국내 고농도 온실가

스 사례를 선정하여 역궤적 모델링을 통해 CO2의 국

외 유입과 국내 발생에 따른 CO/CO2의 변동성을 조

사하고자 한다. 공기궤의 역궤적 모델링은 라그랑지

안 물질 수송 모델 중 하나인 Stochastic Time-Inverted

Lagrangian Transport Model (STILT) (Lin et al., 2003)

을 활용하였다. STILT는 단일(선형) 궤적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이 따르는 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HYSPLIT) 모델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로, 수용지(receptor)에 도달

한 다량의 입자를 역추적하여 2차원의 시각 자료인

풋프린트를 산출하는 모델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HYSPLIT을 이용한 공기 입자의 기원 추적 연구가 다

수 이루어진 바 있으나(예, Lee et al., 2011; Li et al.,

2014; Jung et al., 2016; Lee et al., 2019b; Kim et al.,

2020; Li et al., 2020), STILT와 같이 2차원 풋프린트

정보를 이용한 기원 추적 연구는 적은 편이다(예, Kim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고농도

온실가스 사례 발생 시의 2차원 풋프린트를 활용하여

그 기원의 공간정보를 제시하고 공기궤의 국내/외 지

역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에 따른 CO/CO2 비율의 변

동 특성을 밝히는 데 있다.

2. 자료 및 방법론

2장에서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CO2와 CO 관

측 자료의 설명, CO2 고농도 및 저농도 온실가스 사

례를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CO/CO2 비율 계산 방법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STILT 역궤적 모델링

의 2차원 풋프린트를 이용한 공기궤의 지역 기여 산

정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2.1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관측 자료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36.53oN, 126.32oE, 47.0 m)

는 WMO/Global Atmosphere Watch (GAW) 지역급 관

측소로 1990년대 후반부터 온실가스, 반응가스, 에어

로졸, 오존 등 대기조성물질의 농도를 장기간 관측하

고 있다. 한반도 중부 서해안에 위치한 안면도 관측

소의 측정자료는 대기오염물질의 국외 유입을 감시하

기에 적합하여 많은 국내 선행연구에서 국외 유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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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기원 추적을 하는 데 이용되었다(예, Kim et

al., 2013; Li et al., 2014, 2020). 반응가스와 온실기체

농도는 감시소의 시료채취 타워 상단에 설치된 흡입

구(In-let)의 흡입펌프를 통해 흡수된 공기가 제습장치

로 보내져 건조공기로 만들어진 후 측정되는데, CO2

농도는 공동감쇠분광기(Cavity ring-down spectroscopy,

CRDS)로, CO 농도는 비분산적외선분석기(Non-dispersive

infrared, NDIR)를 통해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

내 기후변화감시소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기상과학원

으로부터 2018~2020년의 1시간 주기 CO2 농도(단위:

ppm) 및 CO 농도(단위: ppb) 관측 자료를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 고농도 사례일 선정 등

에는 일(24시간) 평균 농도 값을 이용하였다. 또한 바

람 패턴에 따른 CO2 농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기

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지점의 풍속, 풍향 자료를 사

용하였다.

2.2 고농도 CO2 사례 선정

북반구 CO2는 겨울철부터 식생이 늘어나기 전인 봄

철까지 식생의 감소와 인위적 난방 활동의 증가 때문

에 일반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이다가 여름철에는

식물 광합성의 영향으로 최소 농도를 보인다(NIMS,

202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O2의 계절적 변동성과

분석기간 동안의 추세를 제거한 후 단시간에 국내 발

생 또는 국외 유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CO2의 고농도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계절적 변동성과 단기간

추세 제거를 위해서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일평균 CO2 농도의 단/장기 변

동성이 포함된 평활화된 자료(smoothed curve)를 생산

하고 이를 기존 농도 값으로부터 제외하는 방식을 활

용하였다[식(1)].

(1)

식(1)에서 (CO2)obs는 관측된 일평균 농도이며, (CO2)bck

은 smoothed curve로 나타난 배경 CO2 농도, CO2는

계절적 변동성과 단기간 추세가 제거된 CO2 농도의

아노말리를 의미한다. 이때 smoothed curve 생산을 위

해 푸리에 변환을 이용할 시 자료의 결측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측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간의 전

과 후의 값 사이를 선형 내삽하였음을 밝힌다. 이러

한 smoothed curve 제거를 통한 CO2 아노말리 계산

은 Thoning et al. (1989)과 Lee et al. (2019a) 등의 선

행연구에서 이용된 방법이다. Figure 1a는 안면도 지

점의 일평균 CO2 농도 시계열과 smoothed curve를 함

께 보여주는 그림이며, Fig. 1b는 분석 기간 동안의

계절적 변동성과 추세가 제거된 CO2의 시계열이다.

고농도 온실가스 사례는 CO2가 상위 25%에 포함되

는 날로 선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안면도 지점에서

2018~2020년 기간 동안 총 272일(겨울-65일, 봄-59일,

여름-78일, 가을-70일)의 CO2 고농도 온실가스 사례

일이 선정되었다. 추가로 저농도 온실가스 사례를 하

위 25%에 포함되는 날로 선정하여 고농도 온실가스

사례일과의 비교 분석에 활용하였다. 저농도 사례일

은 총 270일로 겨울 92일, 봄 41일, 여름 72일, 그리

고 가을 65일이다. 고농도 사례일의 계절평균 CO2 농

CO
2
 = CO

2
 

obs
 CO

2
 

bck

Fig. 1. Time series of (a) daily mean and (b) daily anomaly of CO2 concentration at Anmyeon-do (AMY) site. Blue line in the

panel (a) indicates smooth fit curve. Horizontal red and blue lines in the panel (b) denote values of 25
th
 and 75

th
,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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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겨울에 440.5 ppm으로 가장 높았고, 봄 436.1

ppm, 여름 431.1 ppm, 그리고 가을 436.0 ppm의 값을

보였다. 반면 저농도 사례일의 경우 겨울 420.9 ppm,

봄 420.0 ppm, 여름 410.8 ppm, 가을 415.4 ppm의 계

절평균 CO2 농도를 보였다.

2.3 CO/CO2 비율 변동 분석

본 연구에서 CO와 CO2 간 비율은 두 오염물질의

아노말리 간 비율로 계산하였다. 즉 CO2 계산과 동

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의

CO를 계산하였으며, 비율은 CO/CO2로 정의하였

다. CO2 고농도 사례 시 CO/CO2가 높았던 사례일

(상위 25%)과 낮았던 사례일(하위 25%)을 다시 선정

하고 각 사례일에 대한 STILT 풋프린트 결과를 이용

하여 안면도 고농도 CO2에 영향을 미친 기원(지역)에

따른 비율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두 물질의 배경

농도를 제외한 값을 이용해 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단

기간 동안의 지역 배출 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

송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alliday et

al., 2019; Park et al., 2021).

2.4 2차원 풋프린트를 활용한 지역 기여 산정

STILT는 라그랑지안 입자 확산 모델로, 다량의 입

자를 역추적하여 수용지에 미친 상류(upstream)의 영

향을 2차원 풋프린트로 도출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

다(Lin et al., 2003). 풋프린트는 수용지의 오염물질

농도에 미치는 민감도로, 단위 표면 플럭스(surface

flux, 단위: mol m
2

s
1

) 당 농도(단위: ppm)의 단위

[ppm (mol1m2s)]를 갖는다.

STILT는 다양한 기상예측 모델에 의해 구동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2018~2020년) 동안

한국과 중국 동부를 포함하는 영역(Fig. 2)에 대해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Version 3.9

모델을 수행한 후 STILT의 입력 기상장으로 사용하

였다. ERA5 모델을 초기장으로 활용하였고, 시간해

상도는 1시간, 공간해상도는 27 km (139 × 109)로 설

정하였다. 모델 구동은 분석 기간 동안 매 월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월의 1일보다 48시간 앞선 시간부

터 구동하였다. 또한, WRF Single-Moment 6-class

scheme (구름 내 미세물리 모수화) (Hong and Lim,

2006), 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for General

Circulation Model scheme (단파 및 장파 복사 모수화)

(Mllawer et al., 1997), Monin-Obukhov Similarity

scheme (대기 최하층 모수화) (Janjic, 2002), Noah

Multiparameterization (지면 모형) (Niu et al., 2011),

Yonsei University scheme (대기경계층 모수화) (Hong

et al., 2006), Urban canopy model (도시 모수화) 등

의 모수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STILT 구동 시 수용지로부터 추적되는 입자 수의

선정이 모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여러 선

행연구에서 입자 수의 증가가 모의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특정 개수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오차 값

이 수렴됨을 보고하였다(Wen et al., 2012; Ding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입자 수를 3000개로 설정하여

모의하였다. 2차원 풋프린트의 공간해상도는 0.25o ×

0.25
o이고, 기준 시간으로부터 과거 48시간에 대한 풋

프린트를 산출하되 기준 시간은 대기 혼합이 잘 이루

어지는 12~16시로 설정하였다. STILT 풋프린트를 활

용하여 공간 기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분석 도메인에서 몽골(Mongolia), 중국 일부 권역(China

R1-R5), 서해(West Sea), 한반도(South Korea, North

Korea) 등 총 8개 지역을 정의하였다. 안면도의 고농

도 온실가스 사례 시 풋프린트가 해당 지역 총 면적

의 25% 이상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 해당 지역이 수

용지(안면도)의 CO2 농도 상승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간주하였다.

3. 결 과

3.1 CO2와 CO의 상관성 분석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CO2와 CO는 동일한 배

Fig. 2. Study domain and definition of source regions

(Mongolia, 5 regions in China, West Se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Red star denotes location of 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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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화석연료의 연소)을 가지기 때문에 두 물질 간

에는 양의 상관성이 존재한다(Conway et al., 1993;

Wang et al., 2010; Ana and Ogunseye, 2015; Wei et

al., 2020). Figure 3a는 안면도 지역에서 분석 기간 동

안 관측된 일평균 CO2 및 CO 농도의 상관성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 두 물질 간의 상관계수(R)는 0.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01)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CO2에 대한 CO의 회귀계

수(slope)는 8.30이다.

안면도 지역에서 고농도의 CO2가 관측된 경우 CO

와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Fig. 3b와 같이 2.2절에

서 선정된 고농도 및 저농도 사례일에 대해 CO2에 대

한 CO의 회귀계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고농도일

에 대해 12.26으로 전기간(8.30) 및 저농도 기간(1.99)

과 비교하여 높은 회귀계수 값을 보였고, 이는 CO2

고농도 사례 시 CO 농도 역시 평상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Li et al. (2020)은 항공

기 in-situ 관측을 통해 CO2에 대한 CO의 회귀계수가

한반도 서부 내륙(1.8~2.9)에 비해 서해상(1.6~5.5)에

서 더 높은 것을 밝혔고, 서해상에서 높은 회귀계수

가 도출된 사례를 기준으로 HYSPLIT 역궤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공기괴가 중국 동부의 오염지역을 거쳐

온 것을 확인하였다. 즉, 안면도 CO2 고농도 사례 시

CO 및 CO2 농도 증가에는 국내 배출뿐만 아니라 국

외에서의 유입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농도 사

례에 대한 기류의 추적 및 자세한 지역 기여 분석은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3.2 고농도 CO2 사례 시 기류 유입 특성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바람장(풍속, 풍향) 자료

와 STILT 풋프린트를 이용하여 CO2 고농도 사례 시

평균적인 기류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Figure 4는 분석

기간 전체 및 각 계절의 풍속과 풍향에 따른 CO2 농

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풍속과 풍향은 안면도 지점

에서 12~16시 동안에 관측된 평균 풍속과 최대풍속

풍향을 이용하였다. 연평균 분석에서는 4 m s1 미만

의 북서, 북동 및 남동풍류가 안면도 지점으로 불어

올 때 CO2 농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알 수 있다(Fig.

4a). 계절별로 살펴보면 겨울철에는 강한 북서풍이 불

때 저농도인 경우가 빈번하고, 풍속이 약하거나 2 m

s1 이상의 동풍류가 있을 때 CO2 농도가 430 ppm 이

상으로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Fig. 4b). 봄철에는 북

서 및 남동풍류일 때 높은 CO2 농도가 관측되었다

(Fig. 4c). 겨울 및 봄철과는 다르게 여름철에는 동풍

보다 약한 북서풍이 불 때 평상시보다 높은 CO2 농

도가 관측되며(Fig. 4d), 가을철에는 남풍 및 북동풍

류이거나 풍속이 2 m s1 이하로 약할 때 CO2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4e). 전 계절에 걸쳐

풍속이 5 m s
1

 이상으로 강할 때에는 CO2 농도가 평

균보다 낮아지고 풍속이 약하거나 북서풍 또는 동풍

이 불 때 CO2 농도가 높아지며, 이는 안면도 고농도

CO2 현상이 국내 발생뿐만 아니라 북서쪽에 위치한

중국의 공업지역들로부터 수송에 따른 영향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계절별 바람에 따

른 CO2 농도의 변화는 Lee et al. (2019a)에서 2012~

Fig. 3. Relationship between CO2 and CO for (a) total period and (b) high and low CO2 cases at AMY. Dashed lines denote

linear regression lines and “Slope” means the regression coefficient. Gray and red dots in panel (b) are data for low and high

CO2 cas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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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간 동안 안면도 지점에 대해 시간별 풍속,

풍향과 CO2 농도 관측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와

도 유사하다. 다만, 겨울철 동풍이 불 때 CO2 농도가

높은 것은 국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

나 CO2를 포함한 공기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이후

대기 정체 현상으로 약한 동풍 시 높은 농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러한 풍속, 풍향에 대

한 CO2 농도 분석은 순간적 바람 변화가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보다 장기간(1일 이상) 동

안 국외로부터 유입되어 오는 기류의 영향을 분석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STILT 모델링으로 도출

된 2차원 풋프린트를 이용하여 안면도 지점에서 CO2

고농도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의 기류 특성을 분석하

고자 한다.

Figure 5는 사계절 동안 안면도 지점에서 나타난 고

농도 및 저농도 CO2 사례일에 대한 48시간 풋프린트

의 평균장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편의상 풋프린트 값

을 로그 스케일로 변환하여 표출하였다. 먼저, 겨울철

에는 고농도 CO2가 관측되기 전 48시간 동안 기류가

중국 동부와 북동부를 거쳐 유입되는 반면, 저농도 사

례 시에는 중국 동부 영역에 대한 풋프린트가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Figs. 5a, b). 특히, 고농도 사례일

에 비해 저농도 사례일에 몽골 동부, 중국 북동부 등

북부 지역으로부터 기류가 빠르게 유입되는 것을 풋

프린트 값을 통해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선 Fig.

4b에서 겨울철에 강한 북서풍이 불 때 CO2 농도가 낮

게 관측된 것과 상응한다. 또한 겨울철 고농도 CO2

사례일에는 저농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국내(한반

Fig. 4. Bivariate polar plots about CO2 concentration for (a) annual, (b) DJF (December-January-February), (c) MAM (March-

April-May), (d) JJA (June-July-August), and (e) SON (September-October-November) at AMY during 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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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터의 기류 유입이 많이 나타난다. 봄철 역시

고농도와 저농도 CO2 사례일 때 국내로부터의 기류

유입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Figs. 5b, f). 여름

철의 경우 저농도 CO2 사례일에 남쪽, 동쪽, 북쪽으

로부터의 빠른 기류 유입이 있는 반면에 고농도 CO2

사례일에는 북쪽으로부터의 기류 유입이 줄어들고 유

입 속도 역시 느린 것을 풋프린트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Figs. 5c, g). 가을철에는 겨울철과 유사하게

저농도일에 비해 고농도 CO2 사례일에 국내와 중국

북동부로부터의 기류 유입이 늘어난다(Figs. 5d, h). 정

리하면, 전 계절에 걸쳐 안면도 지점에서 고농도의

CO2가 관측되는 경우 저농도일에 비해 수용지와 가

까운 중국 동부 및 북동부 지역과 국내로부터의 기류

유입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안면도 지역에 대해 HYSPLIT 모델

을 이용해 이루어진 선행연구 결과와 상응하는데, Li

et al. (2014)는 CO2 농도 및 역궤적의 격자별 체류시

간을 이용해 안면도 지역의 CO2 농도에 영향을 준 격

자별 기여도를 추정하였고, 그 결과 중국 동부의 베

이징 인근 산업화 지역과 북부 국경지역에서 높은 기

여도가 나타남을 밝혔다. 또한 Kim et al. (2020)은

2012~2014년 기간 동안 한국 북동부의 고성 지역에

대해 HYSPLIT 역궤적 및 농도 가중 궤적(Concentration

weighted trajectory, CWT) 방법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CO2와 CH4) 농도의 기원을 공간분포로 제시하였는

데, 겨울철에는 중국 동부와 북동부, 봄철과 여름철에

는 서해와 한반도 서부 내륙 등의 기원이 CO2 농도

상승에 지배적임을 보여 한국 지역에서의 고농도 CO2

사례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수송된 기류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음을 보였다.

3.3 겨울철 고농도 CO2 사례 시 기원에 따른 비율

변동

앞선 고농도와 저농도 CO2 사례일의 평균 풋프린

트 차이 분석에서 고농도 사례 시 거의 모든 계절에

수용지와 가까운 중국 북동부 지역 및 국내로부터 기

류 유입이 많아짐을 확인하였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STILT 풋프린트 결과를 이용하여 안면도에서 고

농도 CO2가 관측되었을 시 CO/CO2 비율의 기류

유입 방향에 따른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CO2

와 CO의 비율은 Silva et al. (2013), Halliday et al.

(2019), Park et al. (2021) 등의 선행연구에서 인위적

활동에 의한 화석연료 연소 효율이나 배출 규제 등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활용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활발하고 식생의

CO2 흡수(sink) 영향이 적은 겨울철에 대해 집중적으

로 비율 변동을 조사하였다.

2.4절에서 설명한 방법론에 따라 몽골, 중국 동부

및 북동부, 한반도 지역으로 관심 지역을 설정한 후

풋프린트가 분포하는 영역이 각 관심 지역의 25% 이

Fig. 5. Seasonal mean footprints of the past 48 hours with AMY as the receptor for (a-d) high and (e-h) low CO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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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거쳐온 경우 안면도의 고농도 CO2에 기여한 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겨울철 고농도 사례일(65일) 중

비율이 상위 25% 이상으로 높았던 날(총 18일)과 하

위 25% 이하로 낮았던 날(총 16일)의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지역별 기여 횟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Fig.

6과 같이 비율이 높게 관측된 경우와 낮게 관측된 경

우의 지역별 기여 횟수가 차이를 보였는데, 비율이 높

을 때에는 비율이 낮을 때에 비해 몽골, 중국 북부

(China R1) 및 동부(China R2, China R5), 서해 지역

을 거쳐 유입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율이 낮을 때에는 안면도를 기준으로 북쪽

및 동쪽에 위치한 중국 북동부(China R3), 북한, 남한

지역을 거쳐 유입되는 빈도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중국 동부(China R2, China R5) 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교통수단 및 산업단지, 발전소 등의 활동으

로 인한 인위적 탄소 배출량이 매우 높은 권역에 속

한다(Ye and Liang, 2018; Zheng et al., 2018). 중국

역시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계획에 발맞추어 재생에

너지 사용, 배출량 제어 기술 향상 등을 통해 탄소 배

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 세계적

으로 탄소 배출량은 높은 편이며(Zheng et al., 2018;

Wang et al., 2019), 배출 규제 강도의 차이 및 화석연

료 연소 효율 차이로 인해 한국(서울)에 비해 중국 동

부 도시(상하이, 베이징, 톈진 등)에서 높은 CO/CO2

비율이 나타난다(Silva et al., 2013; Park et al., 2021).

Halliday et al. (2019)는 KORUS-AQ 기간 동안 항

공기 입체 관측을 통해 한국의 서해 먼 바다 상공에

서 관측된 CO/CO2 비율이 내륙(서울)에서 관측된 비

율보다 값이 크고, 중국 상공에서 관측된 값과 유사

함을 밝히면서 중국 공업지대에서 낮은 효율로 배출

된 탄소가 포함된 공기가 서해상으로 수송되어왔기

때문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Li et al. (2020)은 항공

기 in-situ 관측을 통해 단기간 동안 CO 및 CO2 농

도 사이의 회귀계수가 한반도 서부 내륙(1.8~2.9)에

비해 서해상(1.6~5.5)에서 더 높은 것을 밝혔고, 서해

상에서 높은 회귀계수가 도출된 사례를 기준으로

HYSPLIT 역궤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공기괴가 중

국 동부의 오염지역을 거쳐온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CO/CO2 비율에 따른 풋프린트 분포

차이 및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안면도에서의 고농도 CO2 사례 시 CO/CO2 비율이

높을 때에는 중국 동부 공업 지역으로부터의 기원 가

능성이 큰 반면,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공기가 한반

도 지역을 거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에서의 CO2

및 CO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2018~2020년 기간 동안

CO2와 CO 간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고농도 CO2 사

례일을 선정하여 STILT 풋프린트를 이용한 기원 지

역 선정 및 CO/CO2 비율에 따른 지역 기여의 차

이를 조사하였다. 안면도 지역에서는 CO2와 CO 간에

0.66(p < 0.01)의 높은 양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두

물질 간의 회귀계수는 0.83으로 선행연구에서 서울 지

역에 대해 계산한 값(0.80)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계절 변동성과 단기 추세를 제거한 CO2 아노말리를

Fig. 6. Regional contribution frequency for high (upper 25
th
) and low (lower 25

th
) CO/CO2 during high CO2 cases in winter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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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선정한 고농도 및 저농도 CO2 사례에 대해 안

면도를 수용지로 모의한 STILT 풋프린트 평균 분포

를 비교한 결과, 저농도일에 비해 고농도일에서는 한

반도 서부와 가까운 중국 북동부로부터의 기류가 더

우세함을 확인하였다. 안면도 지점에서의 풍속, 풍향

에 따른 CO2 농도 분포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동

풍이나 중국 북동부로부터의 북서풍 기류 유입 시

CO2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풋프린트를 활용하여 CO2 고농도 사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CO/CO2 비율이 높

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분류해 지역별 기여 횟수를

비교한 결과, 비율이 높을 때에는 몽골(Mongolia), 중

국 북부(China R1), 중국 동부(China R2, China R5),

서해(West Sea) 등의 기여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

며 비율이 낮을 때에는 중국 북동부(China R3)와 한

반도(North Korea, South Korea)의 지역 기여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안면도 지역 고농도 CO2 사례 시

CO와의 비율이 높을 때 중국 동부 오염 지역의 기원

임을 유추할 수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써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지역의 CO2 배출 및 농도 감시는 매우 중

요한 과제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의 풍하

측, 특히 중국 북동부 공업지역의 동쪽에 위치하므로

국내 발생 온실기체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부터의 온

실기체, 기후변화유발물질들의 장거리 수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본 연구는 CO2와 CO 사이의 비율 이 기후변화 유발

물질의 국내에서의 배출과 국외로부터의 유입이라는

기원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인자로써 활용될 수 있음

을 보였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풋프린트

는 기상 모델을 기반으로 역궤적 확산 모델 결과로,

수용지에 도달한 공기입자들의 기원 만을 담고 있는

정보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역궤적 모델과 온실

가스 관측 농도를 함께 사용하여 통계적 기법을 기반

으로 국내 CO2 농도의 지역 기여도를 산출한 선행연

구(예, Li et al., 2014; Kim et al., 2020)에 따르면 국

내 기여보다 중국 동부 공업지대의 지역의 기여가 높

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수용지의 온실가

스 농도에 미친 각 지역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서 풋프린트 정보와 함께 지역별 온실가스 및

전구물질의 배출 정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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