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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세계 최대 오염 도시들 중 하나인 네팔(Nepal)의 수도 카트만두

(Kathmandu)의 대기질을 파악하고,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의 효과적인 

저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Sustainable Atmosphere for 

the Kathmandu Vally(SusKat) 프로젝트가 네팔에서 수행되고 있다(2012

년 5월–2016년 4월). 

본 연구에서는 SusKat 프로젝트의 일환인 국제공동 집중관측 기간 동안

(2012년 12월–2013년 2월) 측정된 에어로졸의 광학적 ∙  물리적 ∙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동 ∙ 남아시아에 위치한 타 관측소 결과와 비교하여 카트

만두 지역 에어로졸의 광흡수 특성을 고찰하였다. 

카트만두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산란계수와 흡수계수는 동 ∙ 남아시아에 

위치한 관측소들에서 관측된 값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블랙카

본 질량농도는 타 지역들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으며 단산란 알

베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카트만두 지역에 블랙카본을 비롯한 

광흡수 에어로졸이 매우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어로졸의 광학특성 및 블랙카본 질량농도는 매일 같은 패턴의 일변화를 

보였다(0800 LST경에 최대, 1600 LST경에 최소). 이러한 일변화에는 풍

향, 풍속, 혼합고 등과 같은 국지 기상 요소들이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다. 

관측 기간 동안 일평균한 카트만두 지역 PM10 및 이온성분 질량농도의 

시간 변화 경향성은 에어로졸 산란계수, 흡수계수, 블랙카본 질량농도의 시

간 변화 경향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에어로졸의 화학 조성이 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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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카트만두 지역 에어로졸의 직접복사강제력은 베이징, 칸푸르 같은 대표적 

오염지역에서의 값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몰디브, 고산 등 배경대기지역 보

다는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직접복사강제효율은 비교 지역들에 비해 카트

만두 지역에서 크게 증가하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카트만두 지역에 광흡수 에어로졸이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산란 에어로졸에 대한 비율 또한 높기 때문에 광흡수 에어

로졸에 의한 대기층에서의 태양복사 흡수 효과가 다른 비교 지역들보다 크

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어: 카트만두(Kathmandu), SusKat, 광흡수 에어로졸, 블랙카본, 

복사강제력 

학  번: 2012-20350 



iii 

 

목 차 

 

초 록 ………………………………………………………………………………….i 

목 차 …………………………………………………………………………………iii 

List of tables ………………………………………………….......................................v 

List of figures ………………………………………………………………….............vi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 배경 및 동기 …………………………………………………………..1 

1.2 연구 목적 ……………………………………………………………………..5 

제 2 장 연구 방법 ………………………………………………………………….6 

2.1 관측 지점 및 기간 ……………………………………………………..........6 

2.2 관측 기기 및 자료 분석 ………………………………………....................8 

2.2.1 네펠로미터(Nephelometer) ………………………………………….........8 

2.2.2 에썰로미터(Aethalometer) …………………………………………........10 

2.2.3 썬포토미터(AERONET Sun/sky Radiometer) …………………………..13 

2.2.4 화학성분 분석 ………………………………………………………….15 

제 3 장 연구 결과 …………………………………………………………….......17 

3.1 SusKat 캠페인 기간의 관측 개황 ………………………………................17 

3.2 에어로졸의 광학적, 물리적 특성 ………………………………...............19 

    3.2.1 광학적 특성 ……………………………………………………….........19 

    3.2.2 Equivalent Black Carbon(EBC) 질량농도 …………………………........23 

3.3 에어로졸의 화학적 특성 …………………………………………..............27 

  3.3.1 화학 조성 및 광학 특성과의 관련성 ………………………….........27 



iv 

 

3.3.2 아시아지역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화학 조성 비교 ………..........31 

3.4 에어로졸 광학적 특성의 일변화 …………………………….....................33 

3.4.1 국지 기상 요소 …………………………................................................34 

3.4.2 혼합고 성장 …………………………......................................................40 

3.5 에어로졸의 복사강제력 ………………………………………….................43 

3.5.1 대기 기주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43 

3.5.2 에어로졸의 직접 복사강제력 및 복사강제효율 ……………………45 

3.5.3 카트만두와 타 지역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복사 특성 비교 …..47 

제 4 장 결론 및 제언………………………………………………………………52 

제 5 장 참고 문헌 …………………………………………………………………55 

Abstract ……………………………………………………………………………….62 

감사의 글 ……………………………………………………………………………64 

 



v 

 

List of tables 

 
Table 1. Observation instruments and data. …………………………………………...7 

Table 2. Comparison of aerosol optical properties at Kathmandu, Gosan, Anmyeon, 

Maldives, Himalayas, Beijing, Coastal-Bay of Bengal and Mexico City. …22 

Table 3. Comparison of BC mass concentration at Kathmandu, Gosan, Anmyeon, 

Maldives, Himalayas, Beijing, New Delhi and Coastal-Bay of Bengal. …..25 

Table 4. Reported aerosol absorption Ångström Exponent. ………………………...26 

Table 5. Comparison of ionic component at Kathmandu, Gosan, Beijing, Okinawa and 

Hisar. …………………………………………………………………..…...32 

 

 

 

 

 

 

  



vi 

 

List of figures 

 

Fig. 1. Spatial distribution of aerosol optical depth (AOD) at 555 nm from MISR 

satellite measurements over Nepal and India during 2000–2013. ……………4 

Fig. 2. Location of Bode SusKat Supersite. ……………………………………………6 

Fig. 3. Schematic of TSI 3563 Nephelometer. (Source: TSI Incorporated) …………..10 

Fig. 4. Schematic diagram of AE-31 Aethalometer filter. …………………………….12 

Fig. 5. Timeseries of aerosol scattering coefficient and Ångström exponent at 

Kathmandu during SusKat campaign(21 December 2012-14 February 2013). 

………………………………………………………………………….…...18 

Fig. 6. Timeseries of meteorological parameters(wind speed, wind direction and 

temperature) at Kathmandu during SusKat campaign(25 December 2012-9 

January 2013). ……………………………………………………………….18 

Fig. 7. Aerosol optical properties observed at Kathmandu from 23 December 2012 to 

10 January 2013. ……………………………………………………………...21 

Fig. 8. Timeseries of equivalent black carbon mass concentration and absorption 

Ångström Exponent. ………………………………………………………..24 

Fig. 9. Composition of ionic component in PM10 aerosol at Kathmandu. ……………30 

Fig. 10. Time variation of aerosol scattering coefficient, 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 

black carbon mass concentration, PM10 mass concentration 10 and aerosol 

chemical composition. ………………………………………………………30 

Fig. 11. Diurnal variation of aerosol optical properties, equivalent black carbon mass 

concentration, wind speed, wind direction and temperature. ………………..37 

Fig. 12. Predicted near-surface wind over the Kathmandu valley from Regmi et al. 

(2003). .……………………………………………………………………..38 



vii 

 

Fig. 13. The relationship between winds and aerosol properties for three time periods. 

………………………………………………………………………………39 

Fig. 14. The relationship between aerosol extinction coefficient observed with in-situ 

instruments and aerosol optical depth observed with sun/sky radiometer. ….41 

Fig. 15. The Scatter plots of aerosol extinction coefficient and aerosol optical depth for 

five time periods. …………………………………………………………….42 

Fig. 16. Aerosol optical properties observed with sun/sky radiometer. ……………....44 

Fig. 17. Daily mean of Aerosol radiative forcing and aerosol radiative forcing 

efficiency at Kathmandu during SusKat campaign. ………………………..46 

Fig. 18. Comparison of aerosol size distribution at several AERONET sites in East and 

South Asia: Kathmandu, Maldives, Kanpur, Gosan, Anmyeon, Beijing and 

Shirahama. …………………………………………………………………...50 

Fig. 19. Comparison of aerosol optical depth and single scattering albedo at several 

AERONET sites in East and South Asia: Kathmandu, Maldives, Kanpur, 

Gosan, Anmyeon, Beijing and Shirahama. ………………………………….50 

Fig. 20. Comparison of aerosol radiative forcing and aerosol radaitve forcing efficiency  

at several AERONET sites in East and South Asia: Kathmandu, Maldives, 

Kanpur, Gosan, Anmyeon, Beijing and Shirahama. ………………………...51 

 

 

 

 

 

 

 

 

 



- 1 - 

 

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동기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 입자로 자연적 ∙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에어로졸은 건조지역에서 

부유하는 토양입자, 바다에서 배출된 해양입자 등으로 주로 청정한 

지역에서 배출되며,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에어로졸은 차량이나 

공장의 가동으로 인한 황산염, 질산염 등으로 주로 도심지역에서 배출된다. 

배출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에어로졸의 화학적 특성은 에어로졸의 

광학적 특성인 태양 복사의 산란 또는 흡수에 영향을 미친다(Schauer et 

al., 1996; Yoon et al., 2005; Ohara et al., 2007; Lee et al., 2009). 

태양 복사 흡수 효율이 높은 광흡수 에어로졸은 태양의 단파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후 장파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재 방출함으로써 

지구대기를 가열하여 지구온난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Menon et al., 

2002; Park et al., 2010; Ramana et al., 2010). 대표적 흡수 에어로졸인 

블랙카본은 검은 색을 띠고 있는 탄소 덩어리로 탄소를 함유한 연료의 

불완전연소 시 발생된다. Bond et al. (2013)에 의하면 블랙카본의 대기 

가열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약 1/3로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기 

가열효과를 보이면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Cooke 

and Wilson, 1996; Hansen et al., 2000; Bond et al., 2007). 전 

지구적으로 볼 때 블랙카본에 의한 태양 복사의 대기 흡수 효과는 +2.6 W 

m-2 로 전체 온실기체(+1.4 W m-2)나 이산화탄소(+1.0 W m-2)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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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비교하여 약 2배 정도 클 뿐만 아니라, 다른 에어로졸들에 의한 

흡수 효과(+0.4 W m-2) 보다 약 6.5배 가량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Ramanathan and Carmichael, 2008). 또한 유엔환경개발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 2008년에 발간한「대기갈색연무: 

아시아 지역 분석 보고서(Atmospheric Brown Clouds: Regional 

assessment report with focus on Asia), 2008」에 따르면 

아시아지역에서의 블랙카본 배출량이 급증하여 대기층에서의 태양복사 

흡수가 증가해 히말라야의 만년설을 녹이고, 아시아 대도시의 일조량을 

감소시키는 등의 기후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기 중의 블랙카본은 위와 같은 대기 가열 효과뿐 아니라, 태양 빛의 

산란 ∙ 반사에 우세한 황산염 등의 에어로졸과 함께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감소시켜 지표면 냉각 효과를 유발한다(Charlson et al., 

1992; Kim et al., 2010). 블랙카본에 의해 유발된 대기 가열과 지표면 

냉각은 대기 기주의 안정도를 증대시켜 대류를 약화시키고 대기 순환의 

변화를 초래한다(Ramanathan and Carmichael, 2008; 김상우 등., 2013). 

이러한 기후 변화는 시 ∙ 공간적으로 불균일하게 분포하는 에어로졸의 

특성과 더해져 강수량 변화, 대기오염의 악화 등 지역적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Chow et al., 1994; Kim et al., 2013).  

네팔(Nepal)의 수도인 카트만두(Kathmandu)는 이러한 에어로졸에 의한 

지역적 기후효과를 볼 수 있는 도시로 극심한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교통, 난방, 취사, 쓰레기 소각 등 주거 생활의 모든 부분과 

네팔의 주요 생산업인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벽돌공장의 가동 등에 

의해서 블랙카본을 비롯한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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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지형 및 기후 특성은 배출된 에어로졸에 의한 피해를 

심각화시킨다(Shrestha and Malla, 1996; Sapkota and Dhaubhadel, 2002; 

Dey and Tripathi, 2008). 카트만두는 지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해발 

1,300m의 고산지대이나 주변이 1,500–2,800m의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지역 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특성이 있으며 

기후적인 측면에서는 아열대 몬순기후로 건기인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강수량이 적어 대표적 에어로졸 제거과정인 습식침적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해 대기오염이 악화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압배치에 따라 네팔의 남쪽에 위치한 인도로부터 장거리 수송되어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Figure 1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위성 MISR(Multi-angle Imaging SpectroRadiometer)로 관측한 네팔과 

인도지역의 에어로졸 광학두께(555 nm)를 나타낸 것이다. 오염이 극심한 

인도 갠지스 강 유역에 존재하는 에어로졸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기상장에 의해 네팔로 수송되어 올 수 있다. 위와 같은 지리적, 지형적, 

환경적 조건에 의해 발생한 카트만두 지역의 심각한 대기 오염은 농업, 

관광업 등의 경제 산업과 호흡기 감염, 폐 염증 등의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지적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정확한 배출량과 대기 환경 및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카트만두에서 배출되는 에어로졸의 관측과 특성 분석을 

통해 광학적, 화학적, 복사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규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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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네팔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및 효과적인 저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Sustainable 

Atmosphere for the Kathmandu Valley(SusKat) 프로젝트를 2012년 

5월부터 시작하여 2016년 4월까지 수행하고 있다. SusKa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카트만두 지역의 대기질을 파악하고 주요 오염물질을 규명하기 

위한 국제공동집중관측 캠페인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Fig. 1. Spatial distribution of aerosol optical depth (AOD) at 555 nm from MISR

satellite measurements over Nepal and India during 200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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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SusKa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된 

국제공동집중관측 기간동안(2012년 12월–2013년 2월) 관측된 에어로졸의 

광흡수 특성과 이로 인한 대기 중 태양 복사 흡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SusKat 프로젝트 동안 관측된 네팔 카트만두 지역 에어로졸의 광학적 

∙  물리적  ∙  화학적  특성을 광흡수 탄소 에어로졸을 중심으로 파악 

 

(2) 에어로졸의 광학적 ∙  화학적 특성간의 관련성 확인 

 

(3) 에어로졸의 일변화 특성 파악 및 주요 기상 요소와의 관련성 분석 

 

(4) 에어로졸의 직접복사강제력 및 복사강제효율 산정 

 

(5)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타 관측소들에서 측정된 에어로졸 광학 

특성과의 비교를 통한 카트만두 지역 에어로졸의 광흡수 특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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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2.1 관측 지점 및 기간 

본 연구에 사용된 관측 자료는 SusKat 캠페인의 주 관측소인 보데(Bode) 

관측소에서 측정되었다(Figure 2). 보데 관측소는 네팔 카트만두 

시내로부터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27.68⁰N, 85.39⁰E, 해발고도 

1,36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나, 이 지역은 주변이 1,500–2,800m의 

높은 산맥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분지이다. 이러한 분지 지형은 카트만두 

시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확산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보데 관측소는 

분지에서 나타나는 대기 오염 수준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카트만두 지역의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건기인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관측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관측 기기들과 관측 내용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 2. Location of Bode SusKat Super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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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bservation instruments and data. 

Instrument Measured and derived parameters 
Wavelength

(nm) 

Nephelometer Aerosol Scattering Coefficient ( ) 

Scattering Ångström Exponent (Å) 

450, 550, 

700  

Aethalometer 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 ( ) 

Absorption Ångström Exponent (AAE)

370, 470, 

520, 590, 

660, 880,  

950  

 

AERONET 

Sun/sky 

Radiometer 

Aerosol Optical Depth (AOD) 

Scattering Ångström Exponent (Å) 

Single Scattering Albedo (SSA) 

 

340, 380, 

440, 550, 

675, 870,  

1020, 1640  

Aerosol 

Sequential 

Sampler 

(PM10) 

Mass Concentration 

Chemica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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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측 기기 및 자료 분석 

2.2.1 네펠로미터(Nephelometer) 

대기 중 에어로졸이 빛을 산란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에어로졸 

산란계수(Aerosol Scattering Coefficient)는 식(1)로 표현되는 산란함수의 

산란각에 대한 적분을 통해 구할 수 있다(Anderson et al., 1996).  

                                          (1) 

네펠로미터는 위의 원리를 이용하여 에어로졸에 의한 산란 정도를 

측정하는 관측 기기로 서로 수직으로 위치되어있는 램버시안 광원과 광학 

측정 장치를 통해 기체입자나 에어로졸에 의해 산란되는 빛을 기하학적으로 

적분하여 산란계수를 측정한다. 네펠로미터의 광원에서 나온 빛은 인렛을 

통해 들어온 샘플공기에 의해 다 각도로 산란되며, 기기 구조상 7-170⁰의 

산란각을 가지는 빛만 측정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샘플공기에 의해 산란된 

빛은 스플리터에 의해 3개의 파장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스플리터는 

500-800 nm의 빛을 통과시키는 반면 400-500 nm 의 빛은 반사되어 

450 nm 필터를 통과해 첫 번째 광전증배관(Photo Multiplier Tube, 

PMT)에 도달한다. 통과 된 500-800 nm의 빛은 두 번째 스플리터에 의해 

또다시 통과 된 500-600 nm 와 반사 된 600-800 nm로 나누어져 각각 

550 nm와 700 nm 필터에 의해 두 번째 PMT와 세 번째 PMT에 

도달하여 각 파장에 대한 광자수로 측정된다. 측정된 광자수는 보정을 통해 

배증관 내부의 노이즈를 제거하면 실제 관측 공간에서 전해져온 광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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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질 수 있다. 네펠로미터에서 광자수를 이용해 산란계수를 구하는 

과정은 식(2)로 표현된다. 

                          	 	 	                   (2) 

식(2)에서 는 보정 계수, 	 은 보정 된 광자 수, W는 기기 내부 벽면에 

의한 광원의 산란, σ 는 측정 시 온도와 압력 상태에서의 순수 공기에 

의한 산란계수를 의미한다. 즉, 보정된 광자 수와 보정계수를 곱한 값에서 

순수 공기에 의한 산란과 제로모드 관측을 통해 구한 기기 내부의 산란을 

제거해 주면 에어로졸만의 산란계수를 구할 수 있다(Anderson and Ogren, 

1998).  

 에어로졸의 크기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옹스트롬 

지수(Scattering Ångström Exponent: Å)는 입자의 크기 분포를 가늠할 

수 있는 인자로서 관측된 파장별 산란계수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값이 클수록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3에 나타낸 TSI 3563 3-wavelength(450, 550, 

700 nm) Integrating Nephelometer을 사용하여 5분 간격으로 에어로졸 

산란계수를 측정하였으며, 450 nm와 700 nm에서 측정된 에어로졸 

산란계수를 식(3)에 적용하여 옹스트롬 지수를 산출하였다. 

Å
	 , 	
	 , 	

	
	

                        (3) 

5분 간격으로 관측된 에어로졸 산란계수와 이로부터 산출된 옹스트롬 

지수는 1시간 평균하여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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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에썰로미터(Aethalometer) 

에썰로미터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블랙카본 질량농도(Black Carbon 

mass concentration, BC mass)를 필터-기반 원리를 바탕으로 측정하는 

관측 기기로 사용이 쉽고 용이하나 필터의 다산란 효과와 필터-적산효과 

등의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자세한 관측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렛을 통해 

들어 온 공기는 Figure 4와 같이 에어로졸이 포집된 부분과 에어로졸이 

없는 부분을 지나게 되는데 이 때 발광 다이오드에서 광학적 방법으로 

생성된 빛을 방사하면 석영 필터 아래쪽에서 에어로졸이 존재하는 부분과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빛의 감쇄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포집된 블랙카본에 

의한 광흡수 정도 T는 어떤 물질의 광흡수도가 α, 빛이 통과하는 물질의 

직선 길이가 ℓ, 물질을 통과하기 전과 후의 빛의 세기를 각각 와 라 할 

때,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지수적으로 감쇄됨을 보인 Beer-Lambert 

Law를 적용하여 식(4)로 구할 수 있다(Hansen et al., 1984; Arnott et al., 

2005). 

Fig. 3. Schematic of TSI 3563 Nephelometer. (Source: TSI Incorpo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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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와 를 각각 발광 다이오드에서 방사한 빛의 세기와 블랙카본이 포집된 

필터 부분을 통과한 빛의 세기로 보면, 빛의 감쇄 정도를 나타내는 

감쇄계수 ATN는 식(5)로 표현된다. 

                                                         (5) 

필터에 포집된 에어로졸이 ∆t의  시간 간격만큼 빛에 노출된다면, 빛의 

감쇄계수 은 식(6)과 같이 계산된다.  

                 
∆

∆
                      (6) 

식(6)에서 A는 에어로졸이 포집된 영역의 면적, Q는 부피로 측정한 샘플 

공기의 유량이다.  

대기 중의 에어로졸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에어로졸 

흡수계수(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는 블랙카본의 질량농도와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정식을 통해 블랙카본 질량농도를 에어로졸 

흡수계수로 변환할 수 있다(Weingartner et al., 2003; Arnott et al., 2005; 

Schmid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석영 필터를 사용하는 7파장 AE-31 에썰로미터(370, 

470, 520, 590, 660, 880, 950 nm)를 사용하여 3.9 LPM 유량으로 

유입되는 샘플 공기를 포집한 후 빛의 감쇄 정도를 이용해 5분 간격으로 

블랙카본 질량농도를 측정하였다. 에어로졸 흡수계수는 Schmid et al. 

(2006)에서 제시한 식(7)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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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식(7)에서 C는 포집된 에어로졸에 의한 다산란 효과를 보정하는 상수로 

식(8)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R(ATN)은 필터에 포집된 에어로졸의 양을 

보정하는 상수로 식(9)를 통해 구해진다(Schmid et al., 2006). 

. .

. .                  (8) 

 

            (9) 

식(9)에서 f는 보정 상수로 f 0.86 1 ω 1 이다. 

5분 간격으로 관측된 블랙카본 질량농도와 이로부터 보정된 에어로졸 

흡수계수를 1시간 평균하여 분석하였다. 에어로졸 흡수 옹스트롬 

지수(Absorption Ångström Exponent: AAE)는 7파장의 에어로졸 

흡수계수를 Power law에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Fig. 4. Schematic diagram of AE-31 Aethalometer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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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썬포토미터(AERONET Sun/sky Radiometer) 

썬포토미터는 태양의 위치를 자동 추적하여 태양광을 직접 관측하거나 

산란광을 관측하여 에어로졸의 정보를 산출한다. 산출되는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으로는 에어로졸 광학두께(Aerosol Optical Depth), 옹스트롬 

지수(Ångström Exponent), 위상함수(Phase Function), 에어로졸 크기 

분포(Aerosol Size Distribution), 단산란 알베도(Single Scattering 

Albedo) 등이 있다. AERONET Cimel Sun/sky radiometer 는 8개의 

파장영역(340, 380, 440, 500, 675, 870, 1020, 1640 nm)에서 1.2⁰의 

시계범위를 갖는 두 개의 시준기를 이용해 태양 직달 복사와 확산된 태양 

복사를 관측한다. 태양 직달 복사를 관측하는 시준계는 전 파장 영역에서의 

관측으로부터 투과율을 구하여 각 파장대별로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측정한다. 자세한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Beer-Lambert Law를 

기반으로 레일리 산란과 오존, 이산화질소 등의 미량기체에 의한 

흡수효과를 고려하여 이들에 의한 광학두께를 대기 투과율로부터 계산된 

대기광학두께에서 제거하여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계산한다. 확산된 태양 

복사는 4개의 파장 대(440, 675, 870,1020 nm)에서 다양한 산란각에 

대하여 관측되어 에어로졸 산란위상함수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확산 

일사의 산란 관측으로부터 다시 역산 알고리즘(AEROSOL ROBOTIC 

NETWORK DOCUMENT)을 이용하여 대기 기주 내 에어로졸의 

복소굴절률(Refractive Index), 단산란 알베도, 에어로졸 크기분포, 

에어로졸 직접 복사강제력(Aerosol Direct Radiative Forcing) 등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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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의 복사강제력은 에어로졸 광학두께, 단산란 알베도, 비대칭 

인수(Asymmetry Parameter)를 변수로 하여 계산된다. AERONET에서 

제공하는 에어로졸의 복사강제력은 에어로졸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의 태양 방사 조도의 차로 정의되며 식(10)에 의해 계산된다.  

	∆ ↓ ↓    

	∆ ↑ ↑                   (10) 

식(10)에서 F는 에어로졸이 존재할 때의 태양 플럭스, F 는 에어로졸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태양 플럭스이며 TOA는 대기 상단, BOA는 대기 

하단을 의미한다. 화살표는 플럭스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는 하향 

플럭스, ↑는 상향 플럭스이다. ∆F의 값이 양인 경우는 대기 온난화에, 음인 

경우에는 대기 냉각화에 기여한다. 에어로졸의 복사강제력을 에어로졸 

광학두께로 표준화시킨 에어로졸 복사강제효율(Aerosol Direct Radiative 

Forcing Efficiency)은 식(11)을 통해 계산된다(Garcia et al., 2008). 

∆ ∆ /  

			∆ ∆ /                      (11) 

본 연구에서는 AERONET 연구를 위해 개발된 Cimel사의 Sun/sky 

radiometer를 통해 관측된 에어로졸의 연직 칼럼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 

때 구름에 의한 효과가 제거된 level 1.5 자료를 이용하였다(Holben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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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화학성분 분석  

대기 중의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 연속채취기 유입구에 일정 유속(16.7 

ℓ min-1)으로 유입되어 PM10 분립장치를 지나면서 수직하강, 회절, 

수직상승 과정을 통해 공기역학적 직경이 10㎛ 이하인 입자만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여지에 포집된다.  

본 연구에서 카트만두 지역 에어로졸의 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카트만두에서 포집한 PM10 샘플을 분석한 

후 제공해 주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PM10 시료 채취를 위해 사용한 

기기는 에이피엠엔지니어링 사의 PMS-103이며, 화학성분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포집된 에어로졸의 중량농도 측정은 항온(20℃)과 

항습(35%)이 유지되는 자동 칭량 챔버 시스템인 Automated Filter 

Weighing System Microbalance(METTLER TOREDO UMX2)에서 

실시되며, 시료 채취 전 수분제거를 위해 챔버 내에 24시간 보관하여 항량 

시킨 뒤 채취 전의 무게를 측정한다. 채취된 여지는 페트리디쉬에 담아 

PTFE재질의 테이프로 밀봉하여 운반하고, 운반된 시료는 항온 항습 

데시게이터에 넣어 보관된다. 시료 채취 후의 무게 측정은 채취 전과 

동일하게 챔버에서 24시간 항량 후 측정되며, 시료 채취 전·후의 중량차를 

유량으로 나누어 최종 먼지농도를 산출한다.  

포집된 에어로졸의 이온 성분 분석을 위해서는 중량농도를 측정한 여지에 

에탄올 0.2㎖와 탈 이온수 20㎖를 넣어 120분 동안 섞는다. 섞인 추출액은 

공극(pore size) 0.1㎛인 직경 110㎜의 필터(Toyo Lyd., 5C)로 여과하여 

자동시료주입장치가 연결된 이온크로마토그래피(Dionex IC 200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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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이온성분(SO4
2-, NO3

-, Cl-, NH4
+, Na+, K+, Mg2+, Ca2+)을 

분석한다(Ahn et al., 2008). 

 관측 기간 동안 에어로졸 샘플은 0900 LST부터 다음 날 0900 LST까지 

24시간 동안 포집되으며 본 연구에서는 포집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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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결과 

 

3.1 SusKat 캠페인 기간의 관측 개황 

Figure 5는 SusKat 캠페인 집중관측 기간이었던 2012년 12월 

21일부터 2013년 2월 14일까지 측정된 에어로졸의 광학특성 중 에어로졸 

산란계수(550 nm)와 옹스트롬 지수(450/700 nm)를 나타낸 것이다. 

에어로졸 산란계수(550 nm)와 옹스트롬 지수(450/700 nm)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36.03±258.48 Mm-1, 1.20±0.19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1월 이후에 관측된 에어로졸의 산란계수는 500 Mm-1 이상까지 

측정되는 등 관측 기간 동안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에어로졸 옹스트롬 

지수(450/700 nm)는 0.6–1.8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 

작은 입자와 큰 입자 등 모든 크기 범위의 에어로졸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는 SusKat 캠페인 기간 동안 카트만두 지역의 기상을 확인하기 

위해 2012년 12월 25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자동 기상 관측 

장비(Automatic Weather System)로 관측한 기상 요소(풍속, 풍향, 

기온)의 1시간 평균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풍속, 풍향, 기온은 관측 기간 

동안 매우 규칙적인 일변화 경향성을 보였다. 평균 최고 기온은 18℃, 평균 

최저 기온은 -1.5℃로 낮 시간 동안의 지표 가열과 밤 시간 동안의 지표 

냉각으로 인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났다. 기온과 함께 풍속, 풍향을 

분석해보면, 기온이 증가하는 낮 시간 동안에는 3–5 m s-1의 비교적 강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으며 기온이 낮아지는 밤에는 풍속이 1 m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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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매우 잔잔한 상태였다. 또한 관측 기간 동안 강수는 없었다.   

  

Fig. 5. Timeseries of aerosol scattering coefficient(top) and Ångström

exponent(bottom) at Kathmandu during SusKat campaign(21 December 2012-14

February 2013). Black line presents daily mean. 

Fig. 6. Timeseries of meteorological parameters(wind speed, wind direction and

temperature) at Kathmandu during SusKat campaign(25 December 2012-9 January

2013). Orange line represents wind speed and symbol x is wind direction. Purple line

represent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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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에어로졸의 광학적, 물리적 특성 

3.2.1 광학적 특성 

Figure 7은 SusKat 캠페인 기간 중 2012년 12월 23일부터 2013년 

1월 10일까지 네펠로미터와 에썰로미터가 동시 측정한 에어로졸 

산란계수(550 nm), 흡수계수(520 nm)와 이를 통해 산출된 옹스트롬 

지수(450/700 nm), 단산란 알베도(550 nm)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된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중 에어로졸 산란계수(550 nm)와 흡수계수(520 

nm)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각각 381.95±217.08 Mm-1, 111.49±62.35 

Mm-1로 에어로졸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옹스트롬 지수(450/700 

nm)는 1.41±0.22로 나타났으며, 단산란 알베도(550 nm)는 

0.77±0.04로 매우 낮은 값을 보였다. 관측된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변화는 뚜렷한 일변화 경향성을 가지고 관측 기간 동안 반복되어 

나타났으며, 2013년 1월 4일을 기점으로 직접 측정된 에어로졸 산란계수, 

흡수계수의 값이 크게 증가한 후 고농도가 유지되었다. 에어로졸 

산란계수와 흡수계수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단산란 알베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옹스트롬 지수는 광학 특성 값이 커지는 시점부터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2012년 12월 보다 크기가 큰 

에어로졸, 즉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한 에어로졸의 영향이 컸음을 추정할 수 

있다.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카트만두 지역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측된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을 대표적 배경대기 지역인 제주 고산, 안면도, 

몰디브, 히말라야, 대표적 오염 지역인 베이징, 인도에서 배출된 에어로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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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볼 수 있는 벵갈 만 그리고 카트만두와 비슷한 분지 지형인 

멕시코시티에서 관측된 값과 비교하였다(Table 2; Garland et al., 2009; 

Garcia et al., 2010; Kedia et al., 2012). Table 2에서 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카트만두에서 관측된 에어로졸 산란계수(381.95±217.08 Mm-1, 550 

nm), 흡수계수(111.49±62.35 Mm-1, 520 nm)는 타 지역들 보다 매우 

높은 값을 가졌다. 특히 카트만두와 비슷한 지형으로, 2개의 화산으로 

둘러싸여있어 분지 지형의 영향이 나타나는 멕시코시티에서 관측된 값 보다 

에어로졸 산란계수와 흡수계수가 모두 4배 이상 높았다. 대표적 오염지역인 

중국 베이징에서의 관측 값과 비교해보면, 에어로졸의 산란계수는 비슷한 

반면 흡수계수는 카트만두에서 베이징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단산란 

알베도(0.77±0.04, 550 nm)는 타 지역들에 비해 카트만두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관측된 값들을 함께 고려해봤을 때 카트만두 지역에 고농도의 

에어로졸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도 광흡수 에어로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21 - 

 

Fig. 7. Aerosol optical properties observed at Kathmandu from 23 December 2012 to 10

January 2013.  

Top panel : aerosol scattering coefficient (blue line), Ånström Exponent (black line). 

Middle panel : 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 (red line). 

Bottom panel : single scattering albedo (green line). 



- 22 - 

 

Table 2. Comparison of aerosol optical properties at Kathmandu, Gosan, Anmyeon, 

Maldives, Himalayas, Beijing, Coastal-Bay of Bengal and Mexico City.  is 

aerosol scattering coefficient,  is 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 and ω is single 

scattering albedo.  

Location 

 

(Mm-1) 

Mean 

±1SD 

 

(Mm-1) 

Mean 

±1SD 

ω 

Mean 

±1SD 

Period Reference 

Kathmandu 381.95 

±217.08 

111.49 

±62.35 

0.77 

±0.04 

2012.12–

2013.01 

 

This study 

Gosan 88.60 

±75.65 

8.61 

±5.65 

0.90 

±0.04 

2008– 

2010 

 

This study 

Anmyeon 82.69 

±70.78 

7.99 

±5.11 

0.89 

±0.04 

2009– 

2010 

 

This study 

Maldives 82.86 

±56.51 

6.78 

±4.62 

0.93 

±0.02 

2004– 

2008 

 

This study 

Himalayas 9.89 

±15.27 

 

1.76 

±2.24 

0.86 

±0.02 

2006– 

2007 

This study 

Beijing 361 

±295 

 

51.8 

±36.5 

0.86 

±0.07 

2006 Garland et al., 

2009 

Coastal-

Bay of 

Bengal 

106 67 

±0.39 

0.63 

±0.14 

2008.12–

2009.01 

Kedia et al., 

2012 

 

Mexico 

City 

 

85.93 

±7.61 

 

23.27 

±5.32 

 

0.82 

±0.01 

 

2005.02–

2005.05 

 

Garcia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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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quivalent Black Carbon(EBC) 질량농도 

블랙카본은 대표적인 광흡수 에어로졸로, 에어로졸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에어로졸 흡수계수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블랙카본의 

질량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Ahn et al., 2008). 

Figure 8은 카트만두에서 관측 기간 동안 측정된 블랙카본 질량농도(880 

nm)와 7파장(320, 470, 520, 590, 660, 880, 950 nm)에서의 흡수계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구한 흡수 옹스트롬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된 

블랙카본 질량농도(880 nm)는 앞의 절에서 언급한 에어로졸의 

산란계수(550 nm), 흡수계수(520 nm)와 같은 시간 변화 경향성을 

보였으며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15.99±9.94 ㎍ m-3로 나타났다. 

카트만두에서 관측된 블랙카본 질량농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 배경대기 지역인 제주 고산, 안면도, 몰디브, 히말라야와 전 

지구 블랙카본 배출량의 약 1/3을 차지하는(이혜정 등., 2011) 중국과 

인도의 수도로 대표적 오염 도시인 베이징, 뉴델리 그리고 인도에서 배출된 

블랙카본의 장거리 수송 영향을 받는 벵갈 만에서 관측된 값들과 비교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카트만두에서 관측된 블랙카본 질량농도는 베이징, 

뉴델리에서의 값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제주 고산, 안면도, 몰디브, 

히말라야에서 관측된 값과 비교해 볼 때 10배 이상의 매우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카트만두에서 고농도의 블랙카본이 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출원에 따른 에어로졸의 광흡수 정도는 파장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파장에 따른 흡수계수로 계산되는 흡수 옹스트롬 지수는 에어로졸의 흡수 

특성을 정량화하는 파라미터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에어로졸의 조성 성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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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다(Lee et al., 2012).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 

별 배출원에 따른 흡수 옹스트롬 지수를 Table 4에 제시하여 카트만두에서 

관측된 값과 비교해 보았다. 선행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흡수 옹스트롬 

지수가 1에 가까울 경우 블랙카본을 나타내며, 1보다 클수록 생체 소각에 

의해 발생한 에어로졸, 약 2–3은 황사나 흙먼지 등을 나타낸다. 

카트만두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흡수계수를 이용해 구한 흡수 옹스트롬 

지수는 0.86–1.94의 범위로 블랙카본과 생체 소각에 의한 유기 탄소가 이 

지역 에어로졸의 대표적 조성 성분이며 주요한 광흡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 Timeseries of (a) equivalent black carbon mass concentration and (b)

absorption Ångström Ex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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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BC mass concentration at Kathmandu, Gosan, Anmyeon, 

Maldives, Himalayas, Beijing, New Delhi and Coastal-Bay of Bengal.  

 

  

Location 

BC mass 

concentration 

(㎍ m-3) 

Mean±1SD 

Period Reference 

Kathmandu 15.99±9.94 2012.12–

2013.01 

This study 

Gosan 1.02±0.69 2008–2010 This study 

Anmyeon 0.96±0.65 2009–2010 This study 

Maldives 0.74±0.48 2004–2008 This study 

Himalayas 0.21±0.27 2006–2007 This study 

Beijing 16.0 2000–2004 Wang et al., 

2005 

New Delhi 14.0±6.3 2010.02–

2010.05 

Apte et al., 

2011 

Coastal-Bay 

of Bengal 

5.1±3.0 2008.12–

2009.01 

Kedia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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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ported aerosol absorption Ångström Exponent. 

Location Aerosol 

species 

AAE λ 

range 

(nm) 

Period Reference 

Kathmandu  0.86–

1.94 

370–

950 

2012.12–

2013.01 

This study 

Gosan Organic 

Carbon 

rich  

pollution 

1.0–

1.5 

470–

660 

2009.05–

2009.11 

Lee et al., 

2012  

Sulfate 

rich 

pollution 

 

0.8–

1.4 

 

470–

660 

Asian 

Pacific 

Coast 

Dust and 

pollution 

2.27 300–

700 

2001.03–

2001.05 

Russell et 

al., 2010 

Southern 

Africa 

Mineral 

dust 

2.34 325–

1000 

2000.06–

2000.07 

Russell et 

al., 2010 

 

Biomass 

burning 

 

1.45 

 

325–

1000 

 

2000.08–

2000.09 

 

Russell et 

al., 2010 

US Atlantic 

coast 

Black 

Carbon 

1.12 500–

1100 

1996.07 Russell et 

al., 2010 

New 

England 

Atlantic 

coast 

Black 

Carbon 

1.05 300–

500 

2004.07–

2004.08 

Russell et 

al., 2010 

Mexico City  0.63–

1.4 

280–

850 

2006 Marley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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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에어로졸의 화학적 특성 

에어로졸의 화학 성분은 인위적인 오염원이 많은 지역과 자연적인 

배출원이 많은 지역 또는 장거리 이동되는 에어로졸의 영향이 큰 청정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른 화학 조성의 차이는 에어로졸의 광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Kim et al., 2006; Lee et al., 2009; Stone et al., 

2011). 따라서 카트만두 지역에서 관측된 에어로졸 화학 성분의 조성 별 

기여도를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 주요 배출 요인에 따른 에어로졸의 화학 

조성과 광학 특성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3.3.1 화학 조성 및 광학 특성과의 관련성 

SusKat 캠페인 기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의 PM10 필터 샘플러를 

이용하여 카트만두 지역에 존재하는 에어로졸을 포집한 후 이온 성분을 

분석하였다. Figure 9는 관측 기간 동안 포집된 직경이 10㎛ 이하인 

에어로졸(PM10)의 이온 성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PM10 에어로졸의 평균 

질량농도는 149.4 ㎍ m-3 이며, 이 중 총 이온 성분의 평균 질량농도는 

18.73 ㎍ m-3 로 측정되었다. 각 성분 별 구성비는 SO4
2- > NO3

- > NH4
+ 

> Cl- > Ca2+ > K+ > Na+ > Mg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성분들의 

농도를 발생 기원 별로 비교해보면 인위적 기원의 SO4
2-, NO3

-, NH4
+ 가 

각각 6.20 ㎍ m-3, 4.60 ㎍ m-3, 2.86 ㎍ m-3 로 다른 성분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토양기원의 Ca2+는 1.19 ㎍ m-3 의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해양기원의 Na+, Cl-, Mg2+ 는 각각 0.18 ㎍ m-3, 

2.72 ㎍ m-3, 0.08 ㎍ m-3 의 농도로 조사되었다. 이들 성분들의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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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SO4
2- 33.1%, NO3

- 24.5%, NH4
+ 15.3%로, 인위적 기원 성분의 

조성이 전체 이온 조성의 72.9%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토양 기원의 Ca2+ 6.3%, 해양 기원의 Na+ 0.96%, Cl- 14.5%, Mg2+ 

0.45%로 전체 이온 조성의 15.9%를 차지하였다. 

관측된 에어로졸의 이온 조성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황산염과 

질산염, 암모늄은 화석연료의 연소 등 인위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황, 

이산화질소로부터 생성되는 것으로 규제되지 않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주거생활에서 사용되는 생물 연료, 벽돌 공장의 가동 등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으로는, 네팔은 아시아서남부에 위치한 내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배출되는 해양 입자인 Cl-가 다소 많이 검출되었다. 

하지만 전체 PM10 질량농도에 대한 이온성분의 질량농도 비율은 약 

12.5%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화학 조성 파악을 위해서는 탄소입자인 

유기탄소와 원소탄소를 비롯한 유기물질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Figure 10은 관측 기간 동안 측정된 에어로졸의 산란계수(550 nm)및 

흡수계수(520 nm)의 일평균 변화와 같은 기간 동안 관측된 PM10 

질량농도의 1/10의 값과 각 이온 성분의 질량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과 PM10 및 이온성분 질량농도의 관측 기간 동안 

시간에 대한 변화 경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에어로졸의 

산란계수와 흡수계수 및 블랙카본 질량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2013년 

1월 4일부터 SO4
2-의 질량농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모든 

이온 성분들의 질량농도 또한 상당히 증가하였다.  

PM10 질량농도의 변화는 이온 성분들의 변화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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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성분의 질량농도가 1월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비해 PM10 

질량농도의 증가는 5–7 ㎍ m-3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아 PM10 

질량농도 변화에 있어 이온 외의 탄소입자 성분 및 유기물질을 비롯한 기타 

물질들 또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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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osition of ionic component in PM10 aerosol at Kathm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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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ime variation of (a) aerosol scattering coefficient, 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 black carbon mass concentration, (b) PM10 mass concentration 10 and

aerosol chemica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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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아시아지역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화학 조성 비교 

에어로졸의 화학 조성 및 특성은 각 지역에서의 배출 기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카트만두 지역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이온 성분을 

아시아지역에서 관측된 결과들과 비교함으로써 카트만두와 아시아지역들에 

존재하는 에어로졸의 주 발생원 차이를 알아보았다(Table 5; Kim et al., 

2005; Arakaki et al., 2006; Sun et al., 2006; Rengarajan et al., 2007). 

비교 지역인 한국 고산, 중국 베이징, 일본 오키나와, 인도 히사르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에어로졸의 조성은 각각 70%, 75.5%, 45.2%, 

80.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에어로졸 중 토양 기원이 

비교 지역들에서 각각 8%, 5.3%, 4.8%, 8.7%로 나타났으며, 해양 기원이 

각각 16.7%, 11.1%, 50.0%, 5.0%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산, 베이징, 히사르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각 기원에 따른 화학 조성은 

인위적 기원 > 해양 기원 > 토양 기원의 순으로 카트만두 지역에서 관측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인위적 기원의 조성 성분은 카트만두와 

같이 전체 이온 조성 성분의 70–80%의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많은 양의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산의 경우 대표적 배경대기 지역이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관측 

기간은 황사가 발생했을 때의 기간으로 지역 내에서 배출된 에어로졸보다도 

황사 발생 시기에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 대륙에서 발생해 장거리 

수송되어 온 에어로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오키나와는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인위적 기원보다도 

해양으로부터 기인한 에어로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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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ionic component at Kathmandu, Gosan, Beijing, Okinawa and 

Hisar. 

  

Source Ionic  Kathmandu
Nepal 

Gosan 
Korea
(Dust 
case) 

Beijing 
China 

Okinawa 
Japan 

Hisar  
India 

Anthropog
enic 
(㎍ m-3) 

SO4
2- 6.2 7.0 39.3 6.9 12.7 

NO3
- 4.6 2.2 24.4 1.4 13.3 

NH4
+ 2.9 1.3 14.3 0.2 6.3 

Natural 
(㎍ m-3) 

Ca2+ 1.2 1.2 5.5 0.9 3.5 

Na+ 0.2 1.4 1.9 4.6 0.8 

Mg2+ 0.1 0.3 0.7 0.5 0.3 

Cl- 2.7 0.8 8.9 4.3 0.9 

Ion mass 
concentra
tion 
(㎍ m-3) 

 

18.7 15.0 103.3 18.8 40.2 

Period  2012.12–

2013.01 
2001.
04 

2004. 
11.30–

12.09 

2004.10–

2005.01 
2004.12 

Reference  This study Kim 
et al., 
2005 

Sun et 
al., 
2006 

Arakaki 
et al., 
2006 

Rengaraja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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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에어로졸 광학적 특성의 일변화 

Figure 11a는 관측기간 동안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및 블랙카본 

질량농도가 매일 같은 패턴의 시간 변화를 보임에 따라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시간 평균하여 일변화로 나타낸 것이다.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을 나타내는 산란계수(550 nm), 흡수계수(520 nm)와 블랙카본 

질량농도(880 nm)는 0800 LST에 최대값 피크 점이 나타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600 LST경에 최소값을 가진다. 이후 다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00 LST에 두 번째 피크 점이 나타난 후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비교적 높은 값의 산란계수(550 nm), 흡수계수(520 nm), 

블랙카본 질량농도(880 nm)가 지속된다. 이러한 일변화 경향에 영향을 

미친 에어로졸의 주요 배출 요인으로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생활에서의 취사, 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생물 및 화석 연료의 연소와 

디젤 발전기, 규제되지 않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석탄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네팔의 주요 생산업인 벽돌 공장의 가동 등이 있다. 특히 

블랙카본 질량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각인 0800 LST와 1900 LST는 출 

∙  퇴근 시간대로 집중된 차량과 요리, 난방 등 가정에서의 연료 사용 증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많은 양의 블랙카본이 배출됨에 따라 블랙카본 

질량농도(880 nm)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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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국지 기상 요소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및 블랙카본 질량농도의 일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로 예상되는 기온, 풍속, 풍향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동일 지점에서 관측된 국지 기상장을 함께 분석하였다. Figure 

11b에서 기온은 0900 LST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500 LST경에 평균 

최고 온도를 가지며, 풍속 역시 0900 LST경부터 강해지기 시작하여 1600 

LST경에 최대 풍속을 갖는다. 풍향의 경우 풍속이 비교적 세게 나타나는 

낮 시간 동안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으며, 오전과 저녁 시간에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하지만 동풍 계열 바람의 

풍속은 1 m s-1 이하로 동풍의 영향은 매우 미미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동일 지점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및 블랙카본 

질량농도의 일변화를 풍속, 풍향, 기온의 일변화와 비교해보면, 평균 기온이 

높았던 1200 LST부터 1600 LST까지는 풍속 3–5 m s-1의 비교적 강한 

바람으로 인해 오염 물질의 확산이 활발해져 하루 중 가장 낮은 블랙카본 

질량농도 및 산란 ∙ 흡수계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고 풍속이 1 m s-1 이하로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던 

시각에는 블랙카본 질량농도와 에어로졸 산란계수, 흡수계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카트만두 지역의 풍향, 풍속이 에어로졸 

광학특성 및 블랙카본 질량농도의 일변화에 주요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카트만두 지역 국지 기상 요소의 일변화 경향성은 과거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Figure 12는 Regmi et al. (2003)에서 모의한 카트만두 밸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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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바람장의 일변화이다. Regmi et al. (2003)에 따르면 Fig. 12a는 

0545 LST의 바람장을 모의한 것으로 이 시간대에는 바람이 카트만두 밸리 

내로 유입되지 못한 채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산 계곡을 따라 빠져나간다. 

이러한 현상은 새벽 동안 카트만두 밸리에 축적된 찬 공기에 의해 이른 

오전 시간대에 약 400m의 찬 공기 층이 형성됨에 따라 산맥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이 높은 찬 공기 층을 통과하지 못해 발생하게 된다. 이 후 

일출이 시작되면서 지표면이 점차 데워지기 시작하지만, 카트만두는 

분지라는 지형적 특성에 의해 일교차가 상당히 크고 밤 시간대에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일출 직후가 아닌 1200 LST를 전 ∙  후하여 

지표가  가열되면서  카트만두  내로  바람이  강하게  유입된다.  Fig. 12b는 

1145 LST의 바람장으로 카트만두의 서쪽과 남쪽으로부터 바람이 점차 

유입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후 오후 시간대에 강한 서풍과 

남풍이 유입되었다가 1900 LST경에 바람의 흐름이 점차 감소되면서 다시 

잔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Regmi et al., 2003).  

이러한 시간에 따른 국지 기상 요소와 에어로졸 광학 특성과의 관련성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두 요소를 농도 변화가 나타났던 06:00-09:00, 

09:00-18:00, 18:00-06:00 세 구간의 시간대로 구분하여 Figure 13에 

나타내었다. Fig. 13의 초록색 점들이 0900 LST부터 1800 LST의 낮 

시간대로 이 시간대에 풍속이 3–5 m s-1로 비교적 강하게 불면서 

에어로졸의 산란계수(550 nm), 흡수계수(520 nm), 블랙카본 

질량농도(880 nm)가 낮게 측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후 파란색 점으로 

나타낸 부분을 통해 1800 LST부터 바람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여 다음 

날 새벽까지 비교적 고농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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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나타낸 0600 LST부터 0900 LST에는 풍속이 1 m s-1 이하로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새벽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에어로졸과 출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출된 에어로졸이 축적되어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및 

블랙카본 질량농도가 가장 높은 농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바람의 방향이 도심지역인 카트만두로부터 불어오는 서풍 계열일 때 광학 

특성 및 블랙카본 질량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0900–

1800 LST와 1800–0600 LST에 관측된 에어로졸은 관측소의 서쪽에 

위치한 카트만두 시내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들로 서풍에 의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유입된 에어로졸은 0600–0900 LST의 매우 약한 

풍속과 카트만두의 분지 특성에 의해 활발하게 확산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이 시간 대에 출근 차량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및 블랙카본 

질량농도가 매우 높게 관측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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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iurnal variation of (a)

aerosol optical properties, equivalent

black carbon mass concentration, (b)

wind speed, wind direction and

temperature. Solid line with black

dots represents hourly averag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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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redicted near-surface wind over the Kathmandu valley at (a) 0545, (b) 1145,

and (c) 1745 LST from Regmi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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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relationship between winds and aerosol properties for three time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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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혼합고 성장 

Figure 14는 국지 기상 요소들 중 혼합고 성장이 에어로졸 광학특성 

일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상에서 직접 관측된 에어로졸 

산란계수(550 nm)와 흡수계수(520 nm)의 합으로 표현되는 에어로졸 

소산계수와 연직 관측된 에어로졸 광학두께(500 nm)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에어로졸 소산계수와 광학두께의 시간 변화 경향성은 유사하나 

최대값이 나타나는 시각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지상에서 직접 관측된 

에어로졸 소산계수는 0800 LST경에 최대값이 나타난 이후 낮아지기 

시작한다. 반면 연직 관측된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1200 LST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소산계수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1400–1500 LST경에 

최대값이 나타난다. 특히 2013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되었는데 이 때 소산계수는 0800 LST경에 최대값이 

나타났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시각인 1600 

LST경에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최대값을 갖는다. 

Figure 15는 지상 관측 된 에어로졸 소산계수와 연직 관측된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시간에 따른 관련성을 보기 위해 두 요소를 5개 구간의 시간대 

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에어로졸 소산계수는 0800–1000 LST경에 

높게 관측된 이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반면, 광학두께는 

1200–1800 LST경에 값이 증가한다. 또한 강한 일사에 의해 혼합고가 

가장 발달할 수 있는 시각인 1400–1600 LST경에 소산계수는 가장 낮아진 

반면, 광학두께는 0.4 이상까지 증가하며 높게 관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혼합고 성장이 기온, 풍향, 풍속 등과 함께 에어로졸 



- 41 - 

 

광학 특성 및 블랙카본 질량농도 일변화에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지 지형 특성에 의해 카트만두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던 

에어로졸은 1200 LST경에 강한 일사로 인해 지표면이 가열되면서 대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발달된 혼합고의 영향으로 활발하게 확산된다. 

확산되는 에어로졸은 혼합고의 성장과 함께 수직 상승함에 따라 지표 

부근에서 관측된 에어로졸 소산계수는 낮게 측정되는 반면 연직 관측된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높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 The relationship between aerosol extinction coefficient observed with in-situ 

instruments and aerosol optical depth observed with sun/sky radi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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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Scatter plots of aerosol extinction coefficient and aerosol optical depth for 

five time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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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에어로졸의 복사강제력 

3.5.1 대기 기주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SusKat 캠페인 기간 동안 AERONET Sun/sky radiometer 

관측으로부터 얻은 파장 별 연직 기주 적분된 에어로졸의 특성을 분석하여 

직접 관측된 고농도 광흡수 에어로졸의 특성과 비교해 보았다.  

Figure 16은 관측 기간 동안 Sun/sky radiometer로 관측된 에어로졸 

광학두께(675 nm), 단산란 알베도(675 nm)와 440, 870 nm의 두 

파장으로 계산된 옹스트롬 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0.20±0.08, 0.86±0.03, 1.27±0.15로 나타났다. 직접 관측 결과(Fig. 

6)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에어로졸 광학두께(675 nm)는 산란계수(550 nm), 

흡수계수(520 nm)와 유사한 시간 변화 경향성을 보였다. 단산란 

알베도(550 nm)와 옹스트롬 지수(470/700 nm) 또한 직접 관측 결과와 

대기 기주 관측 결과의 시간 변화 경향성이 같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대기 기주 관측으로부터 산출한 단산란 알베도(675 nm) 값은 측정 

기기로 직접 관측한 값(0.77±0.04, 550 nm) 보다 다소 크게 

측정되었으며, 직접 관측된 에어로졸 산란계수(550 nm), 흡수계수(520 

nm)의 값을 통해 예상되는 에어로졸 농도에 비해 광학두께(675 nm)는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카트만두 지역의 지형과 해발 고도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에어로졸이 지표면 부근에 많이 축적되어있기 때문에 대기 

연직 기주에 대해 관측된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상대적으로 과소 추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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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erosol optical properties observed with sun/sky radiometer. Orange dots are 

aerosol optical depth, green dots are single scattering albedo and black dots are 

Ångström ex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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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에어로졸의 직접 복사강제력 및 복사강제효율 

카트만두에서 관측 기간 동안 AERONET Sun/sky radiometer로 연직 

관측된 파장 별 에어로졸 광학두께(675 nm), 단산란 알베도(675 nm), 

비대칭 변수를 이용하여 AERONET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되는 에어로졸의 

직접 복사강제력을 고찰하였다.  

Figure 17은 카트만두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복사강제력 및 

복사강제효율(대기 상단, 대기, 지표)을 나타낸 것이다. 관측 기간 동안 

평균된 에어로졸의 직접 복사강제력은 지표에서 -63 W m-2, 대기층에서 

-17 W m-2, 대기상단에서 +46 W m-2로 나타났다. 또한 복사강제력을 

에어로졸 광학두께로 표준화하여 나타낸 복사강제효율은 지표에서 -241 W 

m-2τ-1, 대기층에서 -62 W m-2τ-1, 대기 상단에서 +179 W m-2τ-1로 

나타났다.  

관측기간 동안 직접 복사강제력은 연직 관측된 에어로졸 광학두께(500 

nm) 및 직접 관측된 에어로졸 산란계수(550 nm), 흡수계수(520 nm), 

블랙카본 질량농도(880 nm)와 비교적 유사한 시간 변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대기 중 에어로졸에 의한 흡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대기층에서의 

대기복사강제력은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과 블랙카본 질량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2013년 1월 4일경부터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증가한 블랙카본을 비롯한 광흡수 에어로졸에 의해 대기층에서 

많은 양의 대기 흡수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의 양은 그만큼 줄어들어 지표면에서의 냉각효과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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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aily mean of (a)

aerosol radiative forcing

and (b) aerosol radiative

forcing efficiency at

Kathmandu during SusKat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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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카트만두와 타 지역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복사 특성 

비교 

SusKat 캠페인 기간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던 카트만두 지역의 광흡수 

에어로졸 특성을 네팔의 건기인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확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동 ∙ 남아시아의 오염지역 및 

배경대기지역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특성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관측지역은 남아시아에 위치한 몰디브, 인도 북부지역인 칸푸르, 

동아시아에 위치한 제주도 고산, 안면도, 베이징, 시라하마로 총 6개 

지역이다. 칸푸르와 베이징은 대표적인 오염지역이며, 몰디브, 고산 등은 

대표적인 에어로졸 배경농도지역이다. 

Figure 18은 각 지역에 존재하는 에어로졸의 크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 지역들에서 에어로졸 크기 분포는 일반적으로 0.1㎛와 0.3㎛ 사이, 

1㎛와 6㎛ 사이에서 미세 입자 모드와 조대 입자 모드로 일컬어지는 

커다란 두 개의 모드를 갖는다. 대표적 오염지역인 베이징에서의 에어로졸 

크기 분포는 0.1–0.2㎛에서 미세 입자 모드, 2–3㎛에서 조대 입자 모드를 

가지며, 두 모드 에어로졸이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또 다른 오염지역인 칸푸르의 경우, 두 모드가 나타나는 크기 

범위는 베이징에서와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자연적 요인에 의한 조대 입자 

모드의 에어로졸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카트만두 

지역에서의 미세 입자 모드 역시 0.1–0.2㎛로 타 지역들과 비슷한 

범위이지만, 다른 지역들에 비해 0.1㎛ 보다 크기가 작은 에어로졸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반면 조대 입자 모드는 4–6㎛로 이는 타 지역들 



- 48 - 

 

보다 큰 범위로 카트만두에서 비교적 크기가 큰 에어로졸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Figure 19는 각 지역에서 연직 관측된 에어로졸의 광학두께(500 nm)와 

단산란 알베도(675 nm) 사이의 관련성을 비교한 것이다.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대표적 오염지역인 베이징과 칸푸르에서 평균 0.6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배경농도지역인 몰디브, 고산, 안면도, 시라하마에서는 

평균 0.2–0.4 범위의 값을 보였다. 카트만두의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평균 

0.4로 오염지역보다는 낮고, 배경농도지역보다는 다소 높은 값을 보였다. 

단산란 알베도는 베이징과 칸푸르를 제외한 지역에서 평균 0.93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베이징에서 평균 0.90, 칸푸르에서 평균 0.89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트만두에서는 평균 0.85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에어로졸 

광학두께와 단산란 알베도를 함께 고려해보면, 타 지역에 비해 카트만두의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배경대기지역의 에어로졸 광학두께와 비슷하게 관측된 

것에 비해 단산란 알베도는 비교 지역들보다 현저히 낮게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카트만두 지역에 존재하는 에어로졸 중 태양 복사 흡수 

효율이 높은 광흡수 에어로졸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을 나타낸다.  

카트만두에 존재하는 고농도 광흡수 에어로졸에 의한 대기복사수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카트만두 지역의 대기복사강제력 및 복사강제력 

효율을 앞서 언급한 타 지역들에서 산정된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Figure 

20). 카트만두의 지표면과 대기상단에서 측정된 에어로졸 복사강제력은 

각각 -80 W m-2 와 -14 W m-2 로 나타났고, 이들의 차이로써 대기 중 

에어로졸에 의한 흡수 정도를 나타내는 대기복사강제력은 +66 W m-2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값은 대표적 오염지역인 칸푸르, 베이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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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복사강제력과 비슷하며 배경대기지역인 몰디브, 고산보다 2배 이상 

높은 값이다. 특히 복사강제효율은 대기상단에서 -43 W m-2τ-1, 

지표면에서 -222 W m-2τ-1로 나타났으며 대기층에서의 복사강제효율은 

+180 W m-2τ-1 이다. 이는 비교 지역들 중 가장 높은 값으로 대표적 

오염지역인 칸푸르와 베이징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카트만두 지역의 

복사강제력은 대표적 오염지역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복사강제효율은 카트만두에서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카트만두 

지역에 광흡수 에어로졸이 굉장히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란 에어로졸에 대한 광흡수 에어로졸의 비율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광흡수 에어로졸의 고농도 현상으로 인해 카트만두 대기층에서의 

태양 복사 흡수 효과가 크게 나타남과 동시에 날 뿐만 아니라 이로 유발된 

지표 냉각 또한 다른 지역들보다 카트만두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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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mparison of aerosol size distribution at several AERONET sites in East

and South Asia: Kathmandu, Maldives, Kanpur, Gosan, Anmyeon, Beijing and

Shirahama. 

Fig. 19. Comparison of aerosol optical depth and single scattering albedo at several

AERONET sites in East and South Asia: Kathmandu, Maldives, Kanpur, Gosan,

Anmyeon, Beijing and Shirah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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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omparison of  

(a) aerosol radiative forcing and  

(b) aerosol radaitve forcing efficiency  

at several AERONET sites in East and

South Asia: Kathmandu, Maldives,

Kanpur, Gosan, Anmyeon, Beijing and

Shirah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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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제언 

 

카트만두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광흡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에어로졸 산란계수, 에어로졸 흡수계수, 블랙카본 질량농도, 옹스트롬 지수, 

단산란 알베도, 흡수 옹스트롬 지수 그리고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변동성을 

살펴보고, 동 ∙ 남아시아에 위치한 타 지역 관측소들에서 관측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카트만두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중 에어로졸의 산란계수와 

흡수계수는 비교 지역들보다 현저히 높게 관측되면서 에어로졸 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블랙카본 질량농도는 타 지역들보다 10배 

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단산란 알베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카트만두 지역에 블랙카본과 같은 광흡수 에어로졸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측기간 동안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및 블랙카본 질량농도는 매일 같은 

패턴의 일변화 경향성을 보였다. 출·퇴근 시간대인 0800 LST와 1900 

LST 경에 집중된 차량과 취사, 난방 등 가정에서의 연료 사용 등에 의해 

블랙카본 배출량이 증가하였고, 약한 풍속으로 인해 확산되지 못한 채 지역 

내에 계속 축적되어 에어로졸 산란 및 흡수계수와 블랙카본 질량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강한 일사로 인한 대류활동의 증가로 혼합고가 발달하는 낮 

시간 동안에는 축적된 오염물질의 활발한 확산으로 하루 중 가장 낮은 

블랙카본 질량농도를 보이며 에어로졸의 산란계수와 흡수계수 또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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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만두 지역에 존재하는 PM10 및 이온성분 질량농도의 관측 기간 동안 

변화 경향성은 에어로졸 산란계수, 흡수계수, 블랙카본 질량농도의 변화 

경향성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에어로졸의 화학 조성이 광학 

특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측된 에어로졸의 화학 조성은 SO4
2-, 

NO3
-, NH4

+가 전체 조성의 72.9%를 차지하여 인위적 요인에 의한 

에어로졸 배출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나, 관측 기간 동안 측정된 전체 

PM10 질량농도에 대한 이온성분의 질량농도 비율은 약 12.5%에 

불과했으므로 정확한 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탄소입자인 유기탄소와 

원소탄소를 비롯한 유기물질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카트만두에서의 고농도 광흡수 에어로졸에 의한 대기복사수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에어로졸에 의한 복사강제효율을 산정하고 동·남아시아의 

오염지역 및 배경대기지역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대기 기주 관측으로부터 

관측하고 산출한 대기복사강제력은 대표적 오염지역인 베이징, 

칸푸르에서의 값과 유사했으며, 대표적 배경대기지역인 몰디브, 고산에서의 

값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복사강제력을 에어로졸의 광학두께에 

대해 표준화시킨 복사강제효율은 비교 지역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카트만두에서 광흡수 에어로졸의 비율이 높아 

태양복사흡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카트만두의 경우, 대기층에서의 에어로졸에 의한 광흡수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대기층에서의 가열 효과만큼 지표면에서는 냉각 효과가 유발되어 대기 

안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커질 수 있다. 증대된 대기 안정도는 대류 

활동을 약화시켜 카트만두 지역의 극심한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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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지 지형과 건조한 날씨, 적은 강수량은 이러한 대기 오염을 더욱 

악화시킨다.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들 중 하나인 카트만두에 존재하는 에어로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오염 지역 에어로졸의 광학적, 화학적, 복사적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향후 대기 오염 물질 저감 정책을 마련하고 대기 환경 및 

기후 변화 대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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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Light-Absorption Properties 

of Aerosols Observed in Kathmandu, Nepal 

 

Chaeyoon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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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Atmosphere for the Kathmandu valley (SusKat)-ABC campaign has been 

carried out from May 2012 to April 2016 in Nepal to determine air quality of 

Kathmandu, the capital of Nepal, which is one of the most polluted cities in the world 

and to design effective mitigation measures. 

In this study, optical ∙  physical ∙  chemical properties of aerosols measured at Bode 

SusKat Supersite during international collaborative intensive observation, a part of 

SusKat campaign, from December 2012 to February 2013 at Kathmandu were 

analyzed and compared to those at other regions in East and South Asia to investigate 

the light-absorption properties of aerosols at Kathmandu. 

Aerosol scattering and absorption coefficient observed at Kathmandu were much 

higher than those observed at other regions in East and South Asia. In particular, black 

carbon (BC) mass concentration was more than 10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s 

and the very low single scattering albedo was observed. The results show that a high 

concentration of light-absorbing aerosols including BC exists at Kathm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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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tinct diurnal variation of aerosol optical properties and BC mass concentration 

were identified. Those are found to be maximum around 0800 LST and minimum 

around 1600 LST. Meteorological parameters such as winds and the developments of 

the boundary layer height in the Kathmandu valley play a crucial role in the diurnal 

variations. 

Daily averaged PM10 and ionic mass concentration had similar trend of temporal 

variation with aerosol optical properties and BC mass concentration at Kathmandu 

during SusKat campaign. This result shows that chemical composition of aerosols 

affected aerosol optical properties at Kathmandu. 

Aerosol direct radiative forcing at Kathmandu was estimated to be similar to that at 

polluted areas such as Kanpur and Beijing and almost two times higher than that at 

regional background areas such as Maldives and Gosan. Furthermore, aerosol direct 

radiative forcing efficiency at Kathmandu was the highest among the compared sites as 

it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than the others.  

It may thus be concluded that the ratio light-absorbing aerosols to scattering ones as 

well as the concentration of light-absorbing aerosols is much higher at Kathmandu than 

those at other comparable regions and it contributes to great atmospheric absorption 

efficiency. 

 

Key words: Kathmandu, SusKat, light-absorbing aerosols, black carbon,  

aerosol radiative fo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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