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해양의 대기 에어로졸 입자에서 여러 성분들의 바탕농도 자

료는 그 기원 및 전지구적인 물질수지 모델을 정립하는데 필요

하다(Duce et al. 1983; Prospero et al. 1985). 북동 아시아 해역

은 지속적인 편서풍과 중국의 큰 사막에서 발생하는 황사로 인

하여 세계에서 가장 분진량이 많은 지역중의 하나이다(GESAMP 

1989). 이 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기상-지질학적 사건은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라고 알려진 먼지태풍이다. NASA의 TOMS 인공

위성이 촬영한 1998년 3월 28일과 4월 13일 사이의 에어로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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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understand the chemical composition of aerosols in the Cheju-Korea Straits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ocean by deposition, aerosol samples were collected  on board R/V Eardo from November 

1997 to May 1999.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Al, NO3
-, non-sea-salt (nss)-SO4

2-, and NH4
+ in aerosols 

were 2.19, 5.59, 6.16 and 2.08 μg m-3, respectively. The Al concentration in the high yellow dust period was 

about 100 times higher than that in the non-yellow dust period. The concentration ratio of NO3
-/nss-SO4

2-

ranged between 0.47 and 1.5, indicating that the aerosols in the Cheju-Korea Straits are under the effects of 

NOx and SOx emitted from China, Korea and Japan. The equivalent concentration ratio of [NH4
+]/[nss-SO4

2-

+ NO3
-] with the average of 0.58±0.29 indicates that nss-SO4

2- and NO3
- are not neutralized by NH4

+. A high 

activity concentration of 210Pb with 1.13–1.23 mBq m-3 was observed during the high yellow dust period, 

indicating that 210Pb is easily adsorbed in the yellow dust originating from the continent of Asia. The 

distribution of 7Be and NH4
+ concentrations showed a strong negative linear correlation during the low yellow 

dust period, April 1998. The total mineral dust flux in the Cheju-Korea Straits was estimated to be 1.21×106

tons yr-1, accounting for about 12% of the annual sediment discharge via the Nakdong River. The combined 

annual deposition of NH4
+ and NO3

- was 0.103 mole N m-2 yr-1 was estimated to support 4% of the annual 

primary productivity in the East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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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의하면, 이 황사는 동부태평양 해안까지 도달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중국 전면적의 11.4%는 사막지역이다(Gao 1998). 

기록상으로 중국에서 황사는 200년 이상 4월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Gao et al. 1992). 중요한 황사현상은 일본에서 과거 

62년 동안 일년 중 0–18일 동안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5.3일 

동안 관측되었다(Uematsu et al. 1983).

산업화 및 도시화는 많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요구하였으며, 

그로 인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및 암모니아(NH3)

를 포함한 물질들의 대기로의 방출을 증가시켜 왔다(Klimont et 

al. 2001; Smith et al. 2011; Mijling et al. 2013). 1980–2003년 

기간 아시아 지역에서는 연료 연소 및 산업 활동으로 인한 황산

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대기로의 방출량은 각각 119%와 176% 

증가하였으며 중국에서는 동기간에 석탄 사용량이 매년 10%씩 

증가하여 질소산화물의 방출은 280%의 증가하였다(Ohara et al. 

2007). 암모니아의 경우, 전지구적 대기 방출량에서 약 60%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Asman et al. 1998). 

1990년대 중반에는 선박활동에 의한 황산화물의 높은 방출에 

관심이 증가하였다(Corbett and Fischbeck 1997). 전지구적 대기 

모델을 이용한 국제 해상운송활동에 의한 질소 및 황의 방출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1993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연간 방출량은 각각 3.08과 4.24 Tg에 해당되며, 이는 전지구적

으로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방출되는 양의 각각 14%와 5%

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rbett et al. 1999). 1980년대 후

반과 1990년대 중반 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선박활

동으로 인한 황산화물의 대기로의 방출을 크게 증가시켜 왔다

(Streets et al. 2000). 대기 중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전지

구적으로 산성화를 유발하는 1차 전구체로서 주목을 받아왔으

며(Rodhe 1989), 또한 이들 산화물질은 최근 대기 환경질과 관

련하여 사회적으로 주 관심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미세입자

인 PM2.5의 중요한 2차 전구체이기도 하다(Seinfeld and Pandis 

1998). 황산염(SO4
2-)과 질산염(NO3

-)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산화에 의하여 생성된다. 암모니움

(NH4
+)의 경우, 대기 중에 가장 풍부한 알카리 성분으로 황산화

물과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산성 물질의 많은 양을 중화시

키는 역할을 한다(Asman et al. 1998). 

한편,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는 해양생태계에 유입되면, 일

차생산에 이용 가능한 무기 질소 영양염 형태가 된다. 인위적 

활동에 의해 대기로 방출되어 해양으로 유입되는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를 포함하는 고정 질소(해양 생물에 동화 가능한 산화

나 환원된 형태)의 양은 대양 외부 전체 질소 공급의 약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ce et al. 2008). 인구가 밀집하

고 산업화된 아시아 대륙에 인접한 북서태평양 주변해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대기를 통한 질소 성분의 유입이 해수 중의 가용 

질소성분의 양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가 있다(Kim et al. 2011). 

한반도 주변해역은 인접 육상에서의 인위적 활동 증가로 황

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암모니아의 대기로의 방출량 증가에 영

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선박 물동량 증가로 인한 이들 물질들의 

방출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들 물질들의 해양에서의 분포에 대

한 연구는 대부분 육상을 포함하여 해상활동을 통하여 사용되는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근거로 계산된 대기로의 방출량 또

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측정치를 대기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되어

진 결과들이었다(van Aardenne et al. 1999; Streets et al. 2000; 

Endresen et al. 2003; Lee et al. 2014). 

연구해역인 한반도 남쪽 동중국해는 편서풍에 의한 중국으로

부터의 황사를 포함한 인위적 활동에 의하여 대기로 방출된 물

질들의 수송 통로이며, 또한 밀집된 선박활동으로 방출된 연료 

산화물질들의 영향에 노출된 해역이다. 해양-대기 경계면사이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기타 물질들의 플럭스에 대한 기초연구는 현

장 해양에어로졸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한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대한해협 해상의 해양 경계면

으로부터 포집한 에어로졸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황산염, 질산염 

및 암모늄 이온의 농도 분포 특성, 해양 대기에서 이들 성분들의 

기원 규명, 대기분진과 화학적 원소성분의 지역해로 집적량과 

플럭스를 추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 재료 및 방법

시료채취

1997년 11월부터 1999년 5월까지 동중국해의 북동부에 위치

한 제주해협과 대한해협을 포함하는 해역에서 총 7차례에 걸쳐 

해양연구선(이어도호)을 이용한 대기분진 시료에 대한 채취가 

Table 1. Sampling location, period, track and the number of aerosol samples collected on board in the Cheju-Korea Straits

Sampling Cruise

Name

Sample

(No.)

Sampling period Sampling track

Start End Start End

yyyy-mm mm-dd HH.nn Lat. (N) Long. (E) Lat. (N) Long. (E)

1997-11 YS9711 2 11-18 11:12 11-19 02:34 34° 58' 128° 40' 33° 10' 126° 00'

1998-04 NH9804 7 04-07 08:00 04-11 21:41 34° 00' 127° 20' 33° 30' 127° 00'

1998-04 YH9804 3 04-16 20:15 04-23 20:00 34° 48' 128° 46' 35° 00' 128° 48'

1998-09 NH9809 6 09-23 12:30 09-28 09:40 34° 48' 128° 46' 34° 59' 128° 41'

1998-11 NH9811 7 11-23 15:30 11-29 17:15 34° 59' 128° 41' 34° 59' 128° 41'

1999-02 NH9902 2 02-22 10:34 02-25 13:23 34° 59' 128° 41' 33° 35' 126° 35'

1999-05 NH9905 8 05-05 16:10 05-13 12:40 35° 03' 128° 52' 35° 03' 12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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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연구선의 연료 연소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

기 위하여 연구선 상갑판(해상 5–8 m)에 시료 채취기를 설치하

였으며, 해양 조사 정점간 이동 중에서만 시료를 채집하였다. 에

어로졸 시료는 1997년 11월에 거제도 장목을 출발하여 제주도 북

쪽을 통과하는 항해선(YH9711)에서 2회, 1998년 4월 상순의 비황

사기에 장목에서 한반도 서남해역을 포함하는 항해선(NH9804)에

서 7회, 4월 하순의 황사기에 장목에서 제주 북쪽 해역의 항해선

(YH9804)에서 3회, 9월에는 장목과 제주도 사이 해역의 항해선

(NH9809)에서 6회, 1998년 11월에 남해안 연안의 항해선(NH 

9811)에서 7회, 1999년 2월에 장목과 제주 해협 사이의 항해선

(NH9902)에서 2회 그리고 5월에는 남해의 동해해역의 항해선

(NH9905)에서 8회씩 각각 채집되었다. 이 기간동안 채취된 시

료의 수는 총 35개였다(Table 1, Fig. 1). 사용된 시료채취 장비는 

대용량 시료채취기(flow rate; 1.6 m3 min-1, Kimoto Inc., Tokyo, 

Japan)이며, Whatman® 41 (20 × 25 cm) 여과지를 사용하여 대

기분진을 채집하였다(Kitto and Anderson 1988). 여과지는 육상

실험실의 Class 100 청정 작업대에서 폴리에틸렌 지퍼백에 개별 

포장하여 현장에서 시료채취기에 장착하였다. 시료당 여과된 대

기의 양은 평균 1,119±548 m3 이었다. 시료채집 후 여과지를 지

퍼백에 넣어 육상 실험실에서 분석 전 까지 냉동 보관하였다. 

분석방법

채집된 여과지는 청정 실험실에서 세라믹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양이온, 음이온, 천연방사능 핵종인 210Pb과 7Be 및 주

요원소인 Al과 Na을 포함하는 여러 화학성분에 대하여 분석되

었다. NO3
-, SO4

2-와 NH4
+ 이온들은 여과지의 일부를 염산과 초

정제수(Milli-Q)로 사전 세척된 50 mL 플라스틱 원심분리관에

서 초정제수 50 ml로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30분 그리고 

10분간 진탕기에서 진탕하여 추출했다. 추출 후 10분간 3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된 추출액은 0.45 µm 시린저 

여과기로 여과하였다. 이들 양이온과 음이온들은 이온크로마토

그래프(Dionex DX-100)에서 양이온은 CS12, 음이온은 AS4A- 

SC 컬럼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성분들의 농도 분석을 위하

여 MERCK사의 GR 급 NaSO4, NaNO3, NH4Cl 시약을 초정제수

에서 용해시켜 1000 mg l-1 농도의 표준용액을 만들어 희석하여 사

용하였다. 분석한계치는 공여과지, 포집효율(Collection Efficiency) 

그리고 대기시료의 불확실성들을 기초로 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계치는 음이온인 NO3
-, SO4

2- 은 0.025 µg m-3 

양이온인 NH4
+ 은 0.050 µg m-3으로 시료들에서의 분석 농도는 

모두 분석한계치를 상회하였다. Al과 Na 농도는 여과지의 일부

분을 Ultrapure HNO3, HClO4와 Suprapure HF로 테프론 분해 

용기에서 산-용해시켰다. 완전히 분해된 시료를 건고시켜 최종 

1% HNO3로 희석하여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 분석기 

(ICP-AES; Perkin Elmer Optima 3300 DV)로 분석하였다. Al과 

Na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물질인 NBS 

1648 (Urban particulate)로 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회수율

은 3차례의 반복 분석에서 각각 101±3%와 107±4%였다. 210Pb

과 7Be의 방사능농도는 회분된 여과지를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

기를 장착한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기(Canberra MCA 90)를 이

용하여 각각 46.5 keV와 477.6 keV 에너지 대에서 측정하였다. 

IAEA (1987)의 RGU-1 보정용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각 핵종들

에 대한 기하학적 보정을 실시하였다. 측정 불확도를 낮추기 위

하여 충분한 계측 시간동안 계측을 하였으나 210Pb과 7Be의 본 

연구에서의 모든 시료들에 대한 불확도는 평균 각각 31%와 

12%였다.

에어로졸에서 비해염 황산염(nss-SO4
2-) 농도는 다음의 식 (1)

과 (2)로부터 구하였다. 




 


 


∙ 


 (1)

Fig. 1. Sampling locations of the aerosol in the Cheju-Korea

Straits. The lines represent the cruise tracks of 

research vessel and the marks in lines identify the 

samples for the aerosol collected between symbols 

in each line: (a) Red solid line: YS9711; Black dotted

line: NH9804; YS8711; Pink dashed line: YH9804, 

(b) Black dotted line: NH9809; Red dotted line: 

NH9811, (c) Black dotted line: NH9902; Red dotted

line: NH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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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Na]marine는 해양성 Na의 농도로 에어로졸에 있는 

Na의 총농도: [Na]aerosol와 지각 기원의 Na과 Al의 농도 비: 

[Na]crust/[Al]crust, 에어로졸에 있는 Al의 농도: [Al]aerosol 로부터 계

산된다(Zieman et al. 1995). 식 (2)에서 비해염성 황산염의 농도: 

[nss-SO4
2-]는 에어로졸에 있는 황산염의 농도: [SO4

2-]aerosol에서 

해양성 황산염의 농도를 빼줌으로서 계산된다. Zieman et al. 

(1995) 등이 지적한대로, 하와이 Mauna Loa섬에서 관측한 황사

에서 Na/Al의 비는 Taylor의 지각평균 Na/Al 비와 일치하지 않

았다. 그러므로, 해수면 근처에서 채집된 에어로졸에서 Na에 대

한 해염의 기여도를 결정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Taylor

의 Na/Al 비는 지각에서 0.36이었으나, 아시아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황토에서는 평균 Na/Al 비는 0.15–0.23, 평균 0.23, 일본에

서 측정된 조립질 황사에서는 0.25로 측정되었다(Taylor 1964; 

Liu 1988; Holmes and Zoller 1996). 본 연구에서는 황사시기 

Na/Al 농도 비는 한반도에서 200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관측된 

황사에서 분석된 평균인 0.15로 선택했다(Jeong 2020). 그리고, 

황사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시기에는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대기 

광물질은 주변 대륙으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평균 대륙지각의 

원소 비인 0.36을 사용했다(Mukai and Suzuki 1996; Hong et 

al. 1998). 해수에서의 ([SO4
2-])/[Na])seawater 질량농도 비는 연구 

지역의 염분이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해수의 대표적인 염분 값인 35 psu에서의 SO4
2-와 

Na+ 이온들의 농도 비인 0.252를 사용했다(Holland 1978).

3. 결과 및 토의

7차례의 해상 에어로졸 시료 채취와 분석을 통하여 획득한 

Al, NO3
-, nss-SO4

2-, NH4
+, 210Pb와 7Be 농도에 대한 시료 채취 

기간별 산술적 평균값과 표준편차, 범위는 Table 2에, 그리고, 범

위, 중앙값 및 사분위들에 대한 그림은 Fig. 2에 제시되어 있다. 

에어로졸 성분 분포

총 7차례의 관측 기간에서의 Al의 농도 범위는 0.01–39.7 µg 

m-3로 평균 2.19 µg m-3였으며, 황사기를 제외한 기간에서의 평

균은 0.78 µg m-3였다. 에어로졸 Al의 농도는 황사기인 1998년 

4월 하순에 17.3±20.2 µg m-3였다. 1999년 9월에는 0.26±0.26 

µg m-3으로 가장 낮은 농도가 관측되었다. 황사기 Al 농도는 4월 

16일과 21일에 2회 각각 39.7과 11.6 µg m-3로 황해에서 기존에 

관측한 값 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Gao et al. 1992). 

황사기간에 에어로졸의 Al 농도는 비황사기의 농도들보다 100

배 정도까지 높은 값이다. 1998년 9월과 11월에는 시료 채취가 

각각 비교적 짧은 기간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l 농도

가 수십배의 차이를 보여 시료 채취 기간 중 기상 조건의 변화가 

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8년 9월의 관측 기간 동안 제주

에서는 동풍과 동남풍이 우세하였으며 거제도에서는 남풍과 북

서풍의 바람이 우세하였다. 그리고, 1998년 11월의 관측 기간에

는 제주도와 거제에서 북풍이 우세하였으나 중간에 동풍이 분 

적이 있었다. 그리고, 관측 기간 중간에 각각 5.8와 8.5 mm의 

강우가 있었다(KMA 2022).

NO3
-의 7차례의 관측 기간 중 평균농도 및 범위는 5.59, 1.13–

10.7 µg m-3였다. 1998년 4월 하순의 황사기간 동안에 8.65±1.36 

µg m-3로 가장 높았으며 1997년 11월에 1.32±0.28 µg m-3로 가

장 낮았다. 7차례의 관측 기간 중 각 관측 기간에서의 평균은 

황사기를 제외하면 1.32–6.26 µg m-3였다. 황사기와 1997년 7월

의 낮은 농도 분포 기간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5.10–6.26 µg 

m-3으로 큰 변동이 없는 농도를 보였다. 황사기에 에어로졸 NO3
- 

함량은 중국연안인 청도에서 관측된 1992년 3–6월에 관측된 7.7 

µg m-3과 유사하였다(Gao et al. 1996)(Table 3). 

Table 2. Average concentrations and ranges of Al, NO3-, nss-SO4
2-, NH4

+, 10Pb and 7Be in the aerosols of the Cheju-Korea 

Straits during the cruises from November 1997 to May 1999

YH9711 NH98041) YH98042) NH9809 NH9811 NH9902 NH9905

Average±Standard deviation (Range) 

Al

(µg m-3) 

0.75±0.53

(0.37–1.13)

0.47±0.46

(0.13–1.49)

17.3±20.2

(0.51–39.7)

0.26±0.26

(0.01–0.65)

0.98±1.07

(0.075–2.86)

2.21±1.05

(1.46–2.95)

0.91±0.57

(0.42–1.94)

NO3
-

(µg m-3) 

1.32±0.28

(1.13–1.52)

5.83±3.10

(1.82–10.70)

8.65±1.36

(3.83–10.0)

5.10±2.60

(1.73–9.09)

6.26±1.63

(4.54–9.12)

5.97±0.29

(5.76–6.17)

5.60±1.77

(3.38–8.80)

nss-SO4
2-

(µg m-3) 

2.81±0.21

(2.66–2.95)

7.41±2.53

(4.83–12.4)

14.1±4.9

(9.16–19.0)

3.91±2.68

(1.02–7.61)

5.61±2.46

(3.10–10.0)

7.81±0.78

(7.26–8.37)

7.65±4.28

(1.41–14.5)

NH4
+

(µg m-3) 

1.53±0.39

(1.25–1.80)

1.42±1.54

(0.17–4.50)

3.18±1.07

(1.95–3.80)

2.31±1.35

(1.39–4.88)

2.31±0.41

(1.79–2.86)

3.13±0.98

(2.43–3.82)

2.15±0.85

(1.11–3.55)

210Pb

(mBq m-3) 

0.10±0.05

(0.07–0.13)

0.13±0.18

(0.02–0.53)

0.86±0.57

(0.20–1.23)

0.40±0.34

(0.16–1.01)

0.58±0.18

(0.39–0.88)

0.54±0.02

(0.53–0.55)

0.23±0.08

(0.12–0.36)

7Be

(mBq m-3) 

1.58±0.82

(1.00–2.17)

6.61±2.17

(2.67–9.08)

5.39±2.10

(3.17–7.33)

5.26±2.94

(1.85–9.87)

11.53)

-

4.67±2.67

(2.78–6.56)

3.73±0.61

(2.76–4.75)
1)Low dust period; 2)High yellow dust period; 3)Value successfully determined in only on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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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ox-and-whisker plots of Al, NO3
-, nss-SO4

2-, NH4
+, 7Be and 210Pb concentrations in the aerosols of the 

Cheju-Korea Straits during the seven cruises from November 1997 to May 1999

Table 3. Average concentrations of NO3
-, NH4

- and nss-SO4
2 in the aerosols of several regions

Region
NO3

- NH4
- nss-SO4

2-

Period of observation
(µg m-3)

East China Sea1) 1.9 - 4 Mar.–June 1992

East China Sea2) 1.8 2.3 8.7 Sep.–Oct. 2002

Qungdao, China1) 7.7 12 Mar.–June 1992

Cheju Island, Korea3) 1.2 1.4 6.9 Feb. 1992–May 1993

Cheju Island, Korea4) 1.78 0.89 10.86 July–Aug. 1994

Cheju Island, Korea5) 1.58 1.5 6.74 1992–2002

Fukuoka, Japan6) 6 4.6 6.4 1997

Goto Island, Japan6) 1.6 1.3 4.2 1997

Donghae, Korea7) 4.1 1.8 3.7 Mar. 2002–Feb. 2003

Central North Pacific8) 0.75 1.7 1991

Cheju-Korea Straits9) 5.59 2.08 6.16 Nov. 1997–May 1999

1)Gao et al. (1996); 2)Nakamura et al. (2005); 3)Carmichael et al. (1996); 4)Kim et al. (1998); 5)Park et al. (2004); 6)Shimohara et al. 

(2001); 7)Kang et al. (2010); 8)Uematsu (1995); 9)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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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s-SO4
2-의 농도는 전체 관측 기간에 1.02–19.01, 평균 

6.16µg m-3였다. 황사 기간인 1998년 4월 하순에 14.1±4.9 µg 

m-3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농도를 보인 1997년 11월에는 

NO3
-의 농도 또한 가장 낮았으며, 이 시기에 대기의 상층부로부

터 운반되어 오는 7Be 농도 또한 1.58±0.82 mBq m-3로 가장 낮

아 근거리에서 운송된 에어로졸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제주도와 거제에서 관측된 풍향은 북서풍이 우세하였

다. 황사 기간의 nss-SO4
2- 평균 농도는 중국 청도에서 1992년 

3–6월에 관측된 12 µg m-3보다 다소 높은 값이었다. 본 연구지

역에서의 nss-SO4
2- 농도는 동중국해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값이며, 북태평양에 비하여 약 2–8 배 높은 값이었다(Uematsu 

1995; Gao et al. 1996; Nakamura et al. 2005). 그리고, 제주 고산

에서 1992–2002년의 10년간의 기간에 관측된 6.74 µg m-3과 비

슷하였다(Park et al. 2004). 

에어로졸에서 NH4
+의 농도는 전체 관측 기간에 0.17–4.88, 평

균 2.08 µg m-3였다. 이는 2002년 동중국해에서 관측된 2.3 µg 

m-3와 비슷하였으며, 1992–2002년 기간에 제주 고산에서 관측

된 평균 농도 1.5 µg m-3에 비하여 약간 높은 값이었다(Park et 

al. 2004; Nakamura et al. 2005). 관측된 기간별 평균농도는 황

사기간인 1998년 4월 하순에 3.18±1.07 µg m-3로 가장 높았으며, 

1998년 4월 상순의 비황사기에 1.42±1.54 µg m-3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기간에도 평균적으로 2.15–3.18 µg m-3로 전체 관측 기간

에 큰 변동은 없었다(Fig. 2). 1998년 4월 상순의 비황사기에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으며 관측 전반기에 제주도와 거제

도에서 각각 0.1–12.5, 0.5–5 mm의 강우가 있었다(KMA 2022). 
7Be은 53.3일의 반감기를 가진 방사성핵종으로 우주선과 대

기 핵의 상호작용으로 대기의 상층부에서 생성된다. 7Be은 대기

에서 에어로졸 입자에 빠르게 부착되기 때문에 에어로졸 거동 

및 대기 상층부를 통하여 유입되는 물질들을 확인하기 위한 유

용한 도구로 사용된다(Uematsu et al. 1994). 연구지역에서 7Be 

농도는 7차례의 시료 채취 기간 중에서 단 한 차례만 측정이 이

루어진 1998년 11월 23–24일 사이에 채취된 에어로졸에서 11.5 

mBq m-3으로 가장 높았다. 시료채취 기간별 평균은 1999년 4월 

상순의 비황사기에 6.61±2.17 mBq m-3으로 가장 높았으며, 

1997년 11월에 1.58±0.82 mBq m-3으로 가장 낮았다. 그 외 기간

들에는 평균적으로 3.73–5.39 mBq m-3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계절별 채취 기간 중에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대체

로 2–3배이나 1998년 9월에는 1.85–9.87 mBq m-3으로 약 5배의 

농도 변화를 보였다. 베이징과 청도에서 측정된 에러로졸에서의 
7Be 농도는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의 강한 대기 교환으로 봄철에 

증가하였고, 남동풍이 우세한 여름에는 강우량 및 저위도로부터 

유입되는 기단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n et al. 

2013; Yang et al. 2013).
210Pb은 지구 상부 지각에서 탈출한 반감기가 5.5일인 222Rn의 

붕괴로 생성된다. 222Rn은 불활성 기체로 화학적 제거가 이루지

지 않으나 붕괴 생성물인 210Pb은 대기 중의 에어로졸에 의하여 

제거가 이루어진다(Baskaran 2011). 대기중의 210Pb은 육상으로

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대륙으로부터의 바람의 영향과 대륙으로

부터의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일본 연안 지역에서 측정된 210Pb

의 월 낙하량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의 편서풍 영향으로 겨울에 

높았다(Tsunogai et al. 1985). 연구지역에서 210Pb 농도는 황사기

인 1998년 4월에 0.86±0.57 mBq m-3으로 가장 높았으며, 1997년 

11월에 0.10±0.05 mBq m-3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1998년 4월 

상순의 비황사기에도 0.13±0.18 mBq m-3으로 그 외 시료 채취 

기간들에 비하여 약 1/2–1/4 수준이었다. 본 연구지역에서의 전

체 평균인 0.37±0.32 mBq m-3 는 일본 하코다테에서 1990년에 

측정된 에어로졸에서의 210Pb 농도의 평균인 0.2 mBq m-3으로 

비하여 약 2배 정도 높았다(Tokieda et al. 1996). 그리고, 중국 

청도에서 2015년 4월에서 2016년 3월까지 측정된 0.70±0.50 

(0.06–1.61) mBq m-3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Shi et al. 2017).

에어로졸 화학적 특성

에어로졸의 육상기원 추적자로서 사용된 Al과 NO3
-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시료 채취 기간별 평균 NO3
-/Al 비는 전체 시료 

채취 기간에 0.25–407, 평균 29±71로 매우 큰 변동폭을 보였다. 

기간별로는 1997년 11월에 평균 2.2, 비황사기 1998년 4월에 

17.3 그리고 황사기 1998년 4월에 1.4로 관측되었다(Fig. 3). 황

사시기에 NO3
-/Al의 비가 최저값을 보이는 것은 중국의 광물분

진과 NOx에 대한 공급지역이 상이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로 

도시지역으로부터 공급되는 NOx와는 다르게, 황사는 중국 서부

와 북서부의 광대한 모래사막과 북동쪽에 위치한 고비사막과 같

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기분진이다(Gao et al. 1992). 중국 

대기분진의 주요 공급원인 Shannzi와 Xinjiang 지역은 중국의 

NOx 방출량의 1.4%와 2.7 % 만을 차지한다(Akimoto and Narita 

1994). 따라서 NOx의 방출강도를 근거로 하여, 아시아 광물질 

대기분진의 주 공급지역에서 NO3
-/Al 비는 낮을 것으로 기대된

다. 1998년 4월 하순의 황사기에 Al의 농도와 NO3
- 농도는 로그 

스케일에서 Al의 농도가 높을수록 NO3
-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그 외 에어로졸에서 Al 의 농도가 황사기에 비하여 낮은 

기간들에서는 NO3
- 농도와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비황사기 1998년 4월 상순에 NO3
-/Al 비가 높게 관측된 것은 

한반도 북부에 기원한 기단으로부터 NOx가 공급되었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에어로졸 광물입자는 대기중 SO2를 흡착할 뿐만 아니라, 대기

분진 입자와 반응하여 산성우를 중화시키는 작용도 한다(Arimoto 

et al. 1996). 연구지역 에어로졸에서 nss-SO4
-2/Al 비는 1997년 

11월에 평균 3.8, 비황사기 1998년 4월 상순에 24.5이 관측되었

으며, 황사기인 1998년 4월 하순에 두 차례 높은 Al 농도를 보인 

시기에 0.5–1.2였다. 그 외 나머지 기간에는 0.7–259까지 매우 넓

은 변동을 보였다. 동계인 1999년 2월에 평균 3.9로 비교적 낮았

으나, 연구지역에서 시료 채취 기간의 평균은 24.7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관측된 Al과 nss-SO4
-2는 일차 상관계수가 R = 0.61

로 측정된 각 성분 사이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nss-SO4
-2 농도가 1 µg m-3 보다 적은 2개의 시료를 제외한 

시료들에서는 로그 범위에서 상관계수가 R = 0.7로 농도 사이에 

ln(nss-SO4
2-) = 0.25 × ln(Al) + 1.98 의 관계식을 보였다(Fig. 3). 

에어로졸에서 nss-SO4
-2/Al비는 1992년 3–6월에 중국 청도에서 

4.0, 동중국해에서 2.1로 관측된 바 있다(Gao et al. 1996). 

Al 농도와 NH4
+ 농도 관계는 매우 산포되어 있어 연구지역에

서 에어로졸의 Al과 NH4
+ 의 기원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 주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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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 NH4
+/nss-SO4

2-의 농도 비는 전체 관측 기간에 평균 

0.3이었으며, 1998년 4월 하순의 황사기에는 0.2로 관측되었다. 

1998년 4월 상순의 비황사기에 NH4
+/nss-SO4

2-의 농도 비가 0.2 

보다도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Fig. 4). 대체적으로 4월과 

5월 사이에는 0.2–0.3의 낮은 값이 나타난 반면에 9월 11 월 사

이에는 0.5–0.7로 다소 높은 값들이 관측되었다. 연구 지역에서의 

4월과 5월의 봄철에는 1992–1993년 Carmichael et al. (1996) 등

이 제주도에서 관측한 평균 0.2 과 비슷하였다. 1997년 일본 후

쿠오카 및 큐슈 서쪽 동중국해 인접 고토 섬에서는 각각 0.72와 

0.31 이었으며, 이는 후쿠오카 주변의 많은 종류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암모니아의 배출원에 기인한 것이다(Shimohara et 

al. 2001). 본 연구에서의 NH4
+/SO4

2-의 농도 비는 대체로 제주도

Fig. 3. Relationships between Al and NO3
-, nss-SO4

2-, NH4
+ concentrations in the aerosols of the Cheju-Korea Straits. 

Symbols represent +: YH9711; ○: NH9804; ●: YH9804; ◇: NH9809; △: NH9811; ×: NH9902; ▷:NH9905, 

respectively. In the fig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l and nss-SO4
2-, the line represents the relationship during 

the entire observation period

Table 4.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mponent concentrations of aerosols

Al NO3
- NH4

- nss-SO4
2- 210Pb 7Be

Al 1 0.35 0.33 0.61 0.54 0.20

NO3
- 1 0.57 0.58 0.46 0.11

NH4
- 1 0.60 0.64 0.27

nss-SO4
2- 1 0.41 0.08

210Pb 1 0.09

7Be 1

Fig. 4. Relationships between nss-SO4
2- and NH4

+, NO3
- concentrations and between [nss-SO4

2- + NO3
-] and NH4

+, equlibrium

concentrations in the aerosols of the Cheju-Korea Straits. The displayed numbers in the figures represent the slopes 

of lines. The slopes are explained in the results and discussion. Symbols represent +: YH9711; ○: NH9804; ●: 

YH9804; ◇: NH9809; △: NH9811; ×: NH9902; ▷:NH990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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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측된 0.2와 일본 후쿠오카에서 관측된 0.72의 범위 내에 

분포하였다. 

대기중 질산염의 공급원은 황산염 보다는 상당히 다양하지

만, NOx의 가장 큰 공급원은 화석연료의 연소이며(Logan 1983; 

Arimoto et al. 1996) 매년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Galloway et al. 1994). 또한 다른 NOx의 공급

원은 생물연소, 토양미생물의 활동과 번개작용으로부터 대기로 

공급 될 수 있으며, 성층권과 대류권의 교환도 중요한 NO의 공

급원이 된다. nss-SO4
2-와 NO3

- 산포도에서 이들 두 성분들 사이

에는 양의 일차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이들 성분들의 공급

원과 제거원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n = 35, R = 0.58; Fig. 

4). 특히, 1998년 4월에는 비황사기와 황사기에 각각 일차 상관

계수 R이 각각 0.93과 0.99로 매우 높았으며, 1998년 5월에도 

0.89로 높았다(Fig. 4). NO3
-/nss-SO4

2- 의 농도 비는 전체 시료 

채취기간에 0.47–1.5로 1997년 11월과 황사기인 1998년 4월의 

0.47–0.49는 Arimoto et al. (1996) 등이 제주에서 측정한 값 0.55

–0.59과 유사했다. 계절에 따라 NO3
-/nss-SO4

2-의 농도 비가 다른 

것은 시간에 따라 기원이 다른 기단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중국

은 북동 태평양연해의 인류기원 황과 질소의 중요 공급원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SO2와 NOx의 방출량으로부터 정량적으로 환

산된 NO3
-/nss-SO4

2-의 농도 비는 중국에서 0.32, 일본에서 

1.75(Arimoto et al. 1996) 그리고 한국에서 0.59(1990)–0.77 

(1994)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한다. 한국의 SOx의 방출량은 

2000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

고 있으며, NOx의 방출량은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이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Kim and Lee 2018). 그러므로 비황

사 기간인 1998년 4월과 11월의 기단은 연구해역의 북쪽에 위

치한 한반도에서 기원한 반면, 여름철인 9월의 기단은 연구해역

의 남쪽에서 기원된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황사기인 1998년 

4월의 기단은 중국으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어로졸 

nss-SO4
2-와 NO3

-의 농도는 강우의 산-염기 화학과 깊이 관련되

어 있다(Sequeira 1982). 강한 산성우에 노출된 에어로졸은 독성

금속과 해양생태계에 이용될 수 있는 미량 영양금속과 같은 미

량 금속들을 용해시킨다.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nss-SO4
2- 

과 NO3
-, NH4

+의 농도비는 연구해역에서 이들 화학성분의 기원

이 시기에 따라 일본, 중국 및 한국의 영향을 받는 것을 지시한다. 

본 연구에서 NH4
+와 nss-SO4

2- 와 NO3
- 를 합산한 농도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으며(R = 0.81), NH4
+/[nss-SO4

2- + NO3
-] 

당량비(equivalent concentration)는 평균 0.58±0.29 로 NH4
+ 이

온에 의해 nss-SO4
2-와 NO3

-이 충분하게 중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그러나,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NH4)2SO4, 

NH4HSO4와 NH4NO3의 조립질 에어로졸의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Ottley and Harrison 1992).

210
Pb, 

7
Be와 에어로졸 화학 성분과의 관계

Tsunogai et al. (1985)은 대기에서 황 화합물의 거동을 구명

하는데 222Rn, 210Pb 과 함께 SO2, SO4
2-을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

했다. 대기중 이들 화합물의 거동은 반응성에 따라 대기에서 체

류시간과 대기농도에 의해 결정된다. SO2과 222Rn은 대기에서 

유사한 체류시간을 가지는 불완전 기체이다. SO4
2-와 210Pb은 불

완전 기체인 SO2과 222Rn에서 생성되며, 생성된 후 바로 에어로

졸 입자로 흡착된다. 에어로졸에서 Al과 nss-SO4
2- 농도가 높게 

관측된 황사기에 210Pb 농도 또한 1.13–1.23 mBq m-3으로 높게 

관측되어 중국 대륙에서 기원한 황사에 210Pb이 쉽게 포집되는 

것을 보여주었다(Fig. 5). 이 기간에 높은 nss-SO4
2- 농도는 중국 

대륙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봄철 에어로졸 특히 황사기

간 중 채집된 에어로졸은 가을철의 에어로졸 보다 210Pb 농도가 

높았다. NH4
+ 농도는 210Pb 농도와의 관계에서 일차 상관 계수가 

R = 0.64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는 NH4
+ 높은 농도는 대륙

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지시한다(Fig. 5).
7Be (반감기 53.3일)은 대기 상부층에서 우주선에 의해 생성

된 천연기원 핵종이다. 7Be은 대기에서 에어로졸 입자에 빠르게 

흡착되기 때문에 에어로졸의 거동과 상부 대류권과 성층권 하부

로부터 성층권으로 운반된 물질들(방사능 낙진, 성층권으로 유

입된 화산분출물, 오존과 질소화합물)을 구별하기 위한 유용한 

추적자로 사용된다(Uematsu et al. 1994; Graustein and Turekian 

1996). 제주해협 및 대한해협에서 NO3
-과 7Be 농도 사이의 상관

관계가 황사기간 중에 R = 0.99 로높게 나타났다(Fig. 6). 유사한 

Fig. 5. Relationships between 210Pb and Al, nss-SO4
2-, NH4

+ concentrations in the aerosols of the Cheju-Korea Straits. 

The displayed number in the figure represents the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210Pb and NH4
+ concentration

during the entire observation period. Symbols represent +: YH9711; ○: NH9804; ●: YH9804; ◇: NH9809; △: 

NH9811; ×: NH9902; ▷:NH990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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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북태평양 중앙에서도 관측되었는데(Uematsu et al. 1994), 

이는 NO3
-의 기원이 성층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와 같은 높

은 상관관계는 남태평양에서는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Uematsu 

et al. 1994), 북태평양의 에어로졸에서 높은 NO3
- 농도는 인류기

원의 오염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향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북태평양 중앙해역으로 육지기원 물질의 운반과정을 반영한 것

이다(Uematsu et al. 1983). 황사기간에 아시아 대륙 상공의 기단

은 전선이나 수렴과정에 의해 높은 고도(400–500 hPa) 로 상승

한 후, 편서풍에 의해 동쪽으로 이동하여 북태평양 중앙부의 고기

압권을 통과하면서 점진적으로 하강한다(Merrill et al. 1989). 북

동태평양 지역의 비행관측에 의하면(Andreae et al. 1988), NO3
-

과 nss-SO4
2-의 농도는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이동한 기단이 주류

를 이루는 대류권에서 높게 관측되었다. 이때의 NO3
-의 농도는 

nss-SO4
2-와는 달리 대류권의 높은 고도에서도 높게 관측되었다. 

특히, 아시아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남태평양의 특정 정점에서 

일시적으로 NO3
-와 7Be 농도가 높게 관측되는 것은 성층권의 

대류권 유입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998년 4월의 비황사

기간에 그리고, 1998년 9월과 1999년 11월에 일부 에어로졸 시

료에서 비교적 낮은 NO3
-와 nss-SO4

2- 농도를 보였으나 높은 7Be 

농도가 관측되었다. 이는 이 시기에 대류권 상층부의 기단의 하

강에 의한 7Be의 유입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7Be와 NH4
+ 농

도 분포는 1998년 4월 상순의 비황사기에 뚜렷한 음의 일차 상

관 관계를 보였다(R = 0.96). 이는 이 시기에 낮은 NH4
+ 농도는 

강우에 의한 씻김 현상과 더불어 비교적 상층부 대기의 하강에 

의한 영향으로 유추된다. 

제주-대한해협 해상의 대기 에어로졸 침적량

해수면에서 대기침적은 강의 유입보다 더 넓은 지역에 영향

을 미친다. 제주-대한해협 대기를 통해 운반되는 물질의 유동량

은 지속적인 시료채취의 부재로 인하여 정량화되지 못했다. 연

구지역으로 광물입자의 대기유입율은 평균 대기분진 농도를 사

용해서 추정할 수 있다. 조립광물 입자(> 10 µm)의 대부분은 

높은 침적속도로 인하여 중국연안 근처에 퇴적될 것이다. 에어

로졸 입자의 건식침적은 대기분진 입자의 농도(Cair)와 건식 침

적속도(Vd)의 곱으로 계산된다(식 3).



 


∙


 (3)

여기서 Fd은 건식침적에 의한 에어로졸 입자의 유동량(g m-2 s-1) 

이며, Cair는 대기에서 어느 물질의 농도(mg m-3), Vd는 건식침적 

속도(cm s-1)를 나타낸다. 건식 침적량에 있어서 입자크기에 관

한 자세한 사항은 Gao et al. (1997)의 논문에서 논의되었다. 건

식 침적과정은 건식침적 속도에 관련되며 건식침적 속도는 입자

크기, 입자밀도, 풍속 그리고 상대습도의 함수이다(McDonald et 

al. 1982; Arimoto and Duce 1986). 그러므로, 건식 침적속도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침적과정을 주의 깊게 고려한 

후 GESAMP (1989)은 건식침적 속도에 대한 최적 값은 3가지 

요소의 불확실성에 관계된다고 제시했다. 본 연구는 에어로졸의 

입자분포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각 원소(1–6 cm s-1범위) 

기원인 Al에 대해서는 2 cm s-1 값을, 그리고 NH4
+, nss-SO4

2-와 

NO3
-(0.3–1.0 cm s-1범위)에 대해서는 1.0 cm s-1의 값을 사용했

다. 사용된 Al과 무기 이온들의 건식침적 속도는 GESAMP (1989)

가 전세계 해양에서 대기로부터 미량 화학종들의 유입량을 계산

하기 위하여 연안역 및 근해역에서 광물질에 적용한 값과 무기 

이온들에 대하여 적용하였던 값들이다.

중요 황사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 봄철에 관찰된다(Uematsu 

et al. 1983; Liu 1988; Chung 1992). 일본 남부의 나가사끼에서 

관측한 것을 근거로 지난 60년 동안 관측된 황사 중 85%는 3월

과 6월 사이에 발생했다. 황사의 발생빈도와 강도는 기상 조건

에 크게 좌우되며, 중국의 기상관측 자료로부터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1960년부터 2004년까지 황사 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Sun et al. 2001; Wang et al. 2008). 황사는 연간 0–18일 

동안 발생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연간 3.5일이 발생했다(Uematsu 

et al. 1983; Liu 1988). 1998년에는 황사는 10일 동안 발생했으

며(In and Park 2003), 이를 고려하여 침적량이 계산되었다. 황

사기간 중에 Al에 대해서는 평균 건식침적 속도는 4.8 cm s-1로 

가정하여 사용하였다(Zhang et al. 1993; Gao et al. 1997). 황사

를 통한 연구 지역의 연간 대기를 통한 침적량은 Al, NH4
+, 

Fig. 6. Relationships between 7Be and NO3
-, nss-SO4

2-, NH4
+ concentrations in the aerosols of the Cheju-Korea Straits. 

The line in the figure represents the linear correlation linear relationship between 210Pb and NH4
+ concentration 

during the entire observation period. Symbols represent +: YH9711; ○: NH9804; ●: YH9804; ◇: NH9809; △: 

NH9811; ×: NH9902; ▷:NH9905, respectively



306 Kim S. H. et al. 

nss-SO4
2-와 NO3

-이 각각 1.06, 0.36, 0.39와 0.36 g m-2 yr-1으로 

추정되었다. 황사기간 외의 건식 침적량은 시료 측정 기간의 평

균치를 시간에 따라 내삽한 값으로 계산하여 추정하였다.

직접 강우에 대한 화학적 측정이 불가능 할 때, 강우를 통한 

대기분진의 제거 추정은 스카밴징 비을 사용해서 연구한다. 대

기에서 물질의 농도는 일반적으로 빗물에서 그 물질의 농도와 

관계있다(Duce et al. 1991). 그 관계는 스카밴징 비로 다음과 

같이 기술 될 수 있다(식 4).

  




 (4)

여기서, S 는 어느 물질에 대한 스카밴징 비이고, Cr은 강우 중 

그 물질의 농도(mg g-1)이며 Ca는 대기 중 농도(mg m-3)이고 ρ는 

공기의 밀도(1200 µg m-3)이다.

습식침전(Fw)을 통한 대기유입량은 다음 식 (5)와 같이 표현

되며



 


∙ (5)

여기서 P는 강우량(m s-1)을 나타낸다. 만약 Cr이 식 (4)에 따라 

치환하면, 식 (5)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6)

식 (6)을 사용해서, 대기중 물질농도와 침전속도 그리고 스카

밴징 비을 근거로 하여 습식침전을 통한 물질의 대기유입량을 추

정할 수 있다. S는 입자크기, 입자형태 그리고 대기농도의 수직적 

분포, 비와 비구름의 수직적 정도를 포함하는 여러 요소의 함수

이고 정확하게 그 값을 추정하기 어렵다. GESAMP (1989)은 에

어로졸 광물에 대해 100–200의 스캐밴징 비를 보고했으며, 연안

해역에 대해 500–2000의 값이 가장 적당하다고 제시했다. Ue-

matsu et al. (1985)은 태평양 자료에서 직접 스캐밴징 비을 측정

했으며 그 값의 범위는 500–2000 이고 평균값은 1000이었다. 본 

연구에서 태평양에서 GESAMP과 Uematsu 등이 제시한 결과를 

선택했으며 Gao et al. (1997)이 제시한 대로 아시아 연안을 따라 

에어로졸 광물을 추정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스카밴징 비 추정 

치로 범위는 500–2000 이고 평균값은 1000을 가정하였다. 연구

지역의 평균 강우량은 Watts (1969)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채집된 대기 시료 분석 자료와 상기의 모델들로부터 계산된 

제주-대한해협에 대기를 통한 연간 침적량은 Al, NH4
+, nss-SO4

2-

와 NO3
-이 각각 2.17, 3.62, 2.32와 1.01 g m-2 yr-1으로 추정되었

다. 연간 대기분진 플럭스는 습식침전으로 Al, NH4
+, nss-SO4

2-

와 NO3
-이 각각 34, 60, 55와 43% 기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침적량에서 1998년도의 황사일수와 황사시기의 농도들로

부터 계산된 황사에 의한 기여는 Al, NH4
+, nss-SO4

2-와 NO3
-이 

각각 49, 36, 17과 10% 기여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Table 5). 

황사현상은 짧은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기분진 플럭

스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한국에서 1997년부터 2016년

까지 관측된 황사 일수는 1997년 19일에서 2016년 3일로 매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7). 따라서, 연구 

지역에서 대기를 통한 물질 수송에서 황사에 의한 기여 또한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지역에서 대기를 통한 NH4
+와 NO3

- 

를 합산한 연간 침적량은 0.103 mole N m-2 yr-1로 이를 통하여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일차생산량의 유발은 Redfield 비(Takahashi 

et al. 1985)를 감안하면 0.679 mole C m-2 yr-1(8.15 g C m-2 yr-1)

로 1998년 동중국해의 일치생산력인 204.4 g C m-2 yr-1의 (Li 

et al. 2004) 4%에 해당되는 양이다. 그러나, 황사 기간에 대기를 

통한 질소원은 일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비 황사기의 약 10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황사가 봄철 일차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대한해협 해상(표면적; 4.59 × 1010 m2)에서 연간 Al의 

침적량과 지각의 평균 Al 농도 8.23%(Taylor 1964)로부터 계산

된 전체적인 광물분진 플럭스는 연간 1.21 × 106 tons yr-1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연구지역으로 유입되는 중요 하천인 낙동강

에 의해 유입되는 연간 퇴적물 유입량인 10 × 106 tons yr-1의(Yu 

et al. 1985; Chough et al. 2000) 약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결  론

제주해협과 대한해협을 포함하는 해역에서 에어로졸의 화학

적 조성과 침적으로 인한 해양으로의 기여를 이해하기 위하여 

에어로졸 시료를 1997년 11월, 1998년 4월에 황사기와 비 황사

기간 중에, 9월, 11월, 그리고 1999년 2월과 5월 동안 선상의 

해양-대기 경계층에서 채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중요 결

과들은 다음과 같다. 

제주해협과 대한해협을 포함하는 해역에서 에어로졸의 Al, 

NO3
-, nss-SO4

2-과 NH4
+의 평균 농도는 각각 2.19, 5.59, 6.16과 

2.08 µg m-3였다. 황사 기간의 Al 농도는 비황사기에 비하여 약 

100배 정도까지 높았으며, NO3
-와 nss-SO4

2- 농도 또한 동일한 기

Table 5. Depositional flux of atmospheric chemical components in the Cheju-Korea Straits

Annual total flux

(g m-2 yr-1)

Relative contribution Total areal flux

(104tons yr-1)Wet (%) Yellow dust (%)

Al 2.17 34 49 10.0 

NO3
- 3.62 60 10 16.6 

NH4
- 1.01 43 36 4.6 

nss-SO4
2- 2.32 55 1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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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각각 8.65±1.36와 14.1±4.9 µg m-3로 가장 높았다. NH4
+의 

경우 황사 기간과 비황사 기간에 큰 농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NO3
-/nss-SO4

2-의 농도 비는 전체 시료 채취기간에 0.47–1.5였

으며, 제주해협과 대한해협 해역의 에어로졸은 중국, 한국 및 일

본에서 방출된 NOx와 SOx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Al 농도와 NH4
+ 농도와의 관계는 Al을 포함하는 광물 입

자들이 NH4
+의 포집에 큰 관여를 하지 않거나 에어로졸의 Al과 

NH4
+의 기원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NH4
+와 [nss-SO4

2- + NO3
-] 농도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으

며(R = 0.81), [NH4
+]/[nss-SO4

2- + NO3
-] 당량비는 평균 0.58 

±0.29로 NH4
+ 이온에 의해 nss-SO4

2-와 NO3
-이 충분하게 중화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l과 nss-SO4
2- 농도가 높게 관측된 황사기에 210Pb 농도 또한 

1.13–1.23 mBq m-3으로 높게 관측되어 중국 대륙에서 기원한 

황사에 210Pb이 쉽게 포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Be와 NH4
+ 농

도 분포는 1998년 4월의 비황사기에 뚜렷한 음의 일차 상관 관

계를 보였다(R = 0.96). 이는 이 시기에 낮은 NH4
+ 농도는 강우

에 의한 씻김 현상과 더불어 비교적 상층부 대기의 하강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제주-대한해협 해역에 대기를 통한 연간 침적량은 Al, NH4
+, 

nss-SO4
2-와 NO3

-이 각각 2.17, 3.62, 2.32와 1.01 g m-2 yr-1으로 

추정되었다. 습식침전으로 각각 34, 60, 55와 43%, 황사에 의하

여 각각 49, 36, 17과 10% 기여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주-대한해협 해역의 전체적인 광물분진 플럭스는 연간 1.2 

× 106 tons yr-1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낙동강에 의해 유입되는 

연간 퇴적물 유입량의 약 12%를 차지한다. 

연구 지역에서 대기를 통한 NH4
+와 NO3

-를 합산한 연간 침적

량은 0.103 mole N m-2 yr-1로 이를 통하여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일차생산량의 유발은 0.679 mole C m-2 yr-1(8.15 g C m-2 yr-1)로 

1998년 동중국해의 일치생산력인 204.4 g C m-2 yr-1의 약 4%에 

해당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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