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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sing the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retrieved aerosol
optical thickness (AOT) along with ground measurements of PM2.5 mass concentration, we assessed
local air quality over Dukjuk and Jeju island and estimated possibility of satellite derived PM2.5 during
nine intensive observation periods in 15 October 2005 - 24 October 2007. Averaged PM2.5 mass
concentrations showed relatively variable as 25.61±22.92 mg/m3 at Dukjuk and 17.33±10.79 mg/m3 at
Jeju. The maximum values of 188.89 mg/m3 (Dukjuk) and 50.46 mg/m3 (Jeju) were recorded during
Asian dust storm day. Similarly, the maximum values of MODIS AOT were found as 3.73 (Gosan) and
1.14 (Jeju). Averaged MODIS AOTs at Dukjuk (0.79±0.81) were larger than that at Jeju (0.42±0.24).
An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MODIS AOT and PM2.5 mass was obtained and results show that
there was a good correlation between satellite and ground based values with a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of 0.85 at Dukjuk. The result clearly demonstrates that satellite derived AOT is a good
surrogate for monitoring PM air quality over study area. However, meteorological and other ancillary
datasets are necessary to further apply satellite data for air qual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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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덕적도와 제주도에서 2005년 10월 15일부터 2007년 10월 24일 까지 9차례에 걸

친집중관측기간동안포집된PM2.5의질량농도자료와Moderate-resoul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인공위성관측자료로분석된대기에어러솔광학두께(AOT; Aerosol Optical Thickness) 자료로

부터지역대기중미세입자의농도변화특성및대기질감시를위한인공위성자료의활용가능성을분석

하 다. 전체 관측 기간 중 PM2.5의 일 평균 농도는 덕적도에서는 25.61±22.92 mg/m3, 제주도에서는

17.33±10.79 mg/m3으로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황사가 발생한 2006년 4월 8일에는 덕적도와 제주도에

서 각각 최대값 188.89 mg/m3과 50.46 mg/m3를 기록하 다. 또한 두 지역의 MODIS AOT 값은 0.79±

접수일(2012년5월29일), 수정일(1차 : 2012년6월20일), 게재확정일(2012년6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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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기 에어러솔의 개념에 포함되는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의 농도는 지역 대기질에 향을

미치는주요한대기오염물질로서전세계적으로도주요

한환경지표로사용되고있다. 미세먼지는크기와형태,

그리고 화학적 조성이 시·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기중에서 액체 또는 고체상으로 존재한다.

대기환경기준물질중입자성물질인미세먼지는입자

의 공기역학적 직경이 10 mm 보다 작은 입자(PM10;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mm)로 규정하고 있

다. 특히, 공기역학적 직경이 2.5 mm보다 작은 입자

(PM2.5;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mm)는 호

흡기와 혈관계로 침투하여 인체에 향을 미치기도 하

므로 보건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Krewski et al., 2000).
이러한미세입자의생성원으로는모래폭풍, 해염, 화

산재 등과 같이 자연적인 발생원과 화석연료의 연소나

방화와 같이 인위적인 발생원으로 구분되어지며, 기후

변화과정에도 향을미친다(Kaufman et al., 2002).
미세먼지 입자가 환경학적, 보건학적, 그리고 기후학적

으로 미치는 향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연속적인 관측

자료가필요하지만미세먼지입자의시공간적인불균질

성으로 인하여 관측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입자 농도를 관측하는 데에는 지상에서 미세

한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입자를 포집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필터에 충분한 양

의 입자가 포집되어야 하므로 분석 결과에 대하여 시간

적인 분해능이 나쁘고, 점 관측(point measurement)

방식의한계로인하여공간적인분해능에제약이있다.

최근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법의 발전으

로 대기 에어러솔의 광학특성(에어러솔 광학두께, 단산

란계수등)을비교적정확하게탐지해낼수있게되었으

며, 소형 과학위성에서부터 지구관측위성에 이르는 다

양한 위성자료를 통하여 에어러솔 탐지 및 분석에 이용

되고있다(Wong et al., 2010; 이권호와김 준, 2008;

Lee et al., 2006; 이권호 외 2004; 손병주와 황석규

1998). 그리고 인공위성 관측자료를 이용한에어러솔의

특성 분석 및 지역 대기질 평가를 위한 응용 연구도 가

능해졌다(이권호외2006; 이동하외2006). 특히, 동북

아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대기 에어러솔의 발생률이 높

아 지역대기 중의 에어러솔에 의한 향이 많은 지역으

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07). 현재 지상에서 관측

된 미세먼지입자 농도는 주요 도시나 거주지역을 대상

으로하여관측망이구성되어있으나도서산간지역을포

함하는지역은정보가생산되지않고있다. 따라서인공

위성원격탐사자료를이용한미세먼지입자모니터링은

대기질 관리 측면에서도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는 중요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Wang

and Christopher, 2003; Engel-Cox, et al., 2004).
인공위성 원격탐사를 통하여 생산되는 물리량은 주

로 에어러솔 광학두께(AOT; Aerosol Optical

Thickness)로표현된다. AOT는지표로부터대기최상

층부(TOA; Top of Atmosphere)까지 존재하는 모든

입자에의한광소산계수(light extinction coefficient)

의 총합이다. AOT는 입자의 총량과 소산효율, 흡습성

장도, 크기분포에 향을 받지만 미세입자의 발생원이

주로 지표에 위치하고 있고 지구 중력의 향으로 지표

면에 가장 많이 존재하므로 다른 요소가 일정하다고 가

정하면, 지상에서 관측한 미세먼지농도와 관련성이 있

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인공위성원격탐사자료를통

하여 AOT를 도출하고 지상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

와의 비교를 하고자, 제주도와 덕적도에서 관측된

PM2.5자료와위성자료를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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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덕적도), 0.42±0.24(제주도) 으며, AOT의 최대값은 PM2.5와 마찬가지로 황사현상이 발생한 2007

년 4월 8일에 3.73(덕적도), 1.14(제주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상에서 관측된 PM2.5 농도의 공간 분포 양

상을파악하기위하여MODIS AOT와 PM2.5의상관관계분석결과, 덕적도는0.85, 고산은0.06으로서비

교적 에어러솔의 향을 많이 받는 덕적도가 고산보다 높은 상관계수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근거로 하여 도출된 1차 선형회귀 방정식으로부터 MODIS AOT값을 PM2.5로 환산한 결과는 인공위성 자

료로부터대기환경감시를가능케하는수단이될수있어유용할것이다.



2. 자료및방법

AOT 분석을위하여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L1B 자료를 사용하

다. MODIS L1B 자료는미국NASA의MODIS자료 검

색 시스템인 the Level 1 and Atmosphere Archive

and Distribution System (LAADS) (http://ladsweb.

nascom.nasa.gov)에서지상관측자료와동일한시기에

한반도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통과한 자료를 검색 및 획

득하 다. MODIS 센서는 36개의 분광 채널을 가지고

있어 육지와 해양, 대기의 다양한 목표물을 탐지하는데

유용하다. 본연구에서는0.47-2.13 mm 파장 역의 7

개 채널자료와 복사전달모델로 미리 계산된 조견표

(LUT; Look up Table)를이용하여AOT를도출하 으

며, 도출 알고리즘은 Lee and Kim (2010)에서 제시된

SaTellite Aerosol Retrieval (STAR) 방법을사용하

다. STAR 알고리즘은 1 km 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MODIS 픽셀 자료 값을 반사도로 전환하여 식 (1)과 같

은 복사전달 방정식을 이용하여 위성이 관측한 총 반사

도(rTOA)로부터 대기 분자산란에 의한 반사도(rRayleigh)

와 지표반사도(rSurf)에 의한 기여도를 제거한 후 남은

부분을에어러솔에의한반사도(rAer)로취급한다.

rAer = rTOA
_ rRayleigh

_ (1)

T0와 TS는 각각 입사광과 반사광이 통과하는 대기

경로 중 투과도, SH는 반구 알베도이다. 그리고 주어진

복사전달모델입력값으로서의AOT와이때계산된에

어러솔에 의한 반사도와의 관계는 LUT의 형태로 저장

되어식(1)의위성관측값으로부터얻은값과의비교를

통하여최종적으로AOT를결정하게된다.

지상에서 관측된 미세입자 관측 자료는 URG사의

PM sampler를 이용하여 24시간동안 47 mm 직경의

석 필터(Pallflex Tissuquartz 2500 QAO,

Watman)에 포집된 PM2.5로서 실험실에서 마이크로

밸런스를 이용하여 필터에 포집되기 전과 후의 질량 차

로부터PM2.5의농도를결정하 다. PM2.5 측정은제

주도고산기상대(북위 37.29°, 동경 126.16°)와덕적도

국가배경농도측정소(북위 37.23°, 동경 126.15°)에서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9회에 걸친 집중관

측기간동안이루어졌다(Table 1 참조). 두지상관측지

점의지리학적위치는Fig. 1에서표시한지점과같으며

경도가거의같은남북라인에위치하고있다.

MODIS 위성자료로 도출된 AOT 자료는 위성이 관

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km에 해당하는 픽셀 값을

추출하여지상관측PM2.5 자료와비교를하 다. AOT

와 PM2.5간의 관련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풍속, 상대습도와 같이 AOT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기상요소들에 대한 분석도 수행되었다. 부가적으로,

미국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 &

Atmosphere Administration)에서개발된공기궤적분

석 모델인 HYSPLIT (HYbrid Single-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version 4.8

(Draxler and Hess, 1998)을 사용하여 장거리 이동 경

T0TsrSurf

1 _ rSurf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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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M2.5 and AOT at Dukjuk and Jeju during whole period of IOP

Dukjuk Jeju

Period PM2.5[mg/m3] AOT PM2.5[mg/m3] AOT

15-24 Oct. 2005 21.11±22.07 0.318±0.189 18.95±9.80 0.19±0.07

5-19 Jan. 2006 23.14±11.69 0.437±0.128 15.41±9.94 0.54±0.15

1-15 Apr. 2006 39.18±45.82 2.057±1.452 18.77±13.75 0.60±0.17

6-13 Jun. 2006 29.64±10.73 NA 19.42±12.23 0.61±0.34

16-25 Oct. 2006 17.63±9.96 NA 21.52±15.80 NA

11-20 Jan. 2007 23.40±18.49 0.738±0.271 16.65±11.15 NA

16-25 Apr. 2007 25.62±11.33 NA 14.55±8.09 0.38±0.16

16-25 Jul. 2007 27.50±17.14 NA 17.02±7.52 0.34±0.26

15-24 Oct. 2007 22.15±19.74 0.727±0.510 13.80±5.18 0.29±0.19

Average 25.61±22.92 0.79±0.81 17.33±10.79 0.42±0.24

NA: Not available

Dukjuk Jeju

Period PM2.5[mg/m3] AOT PM2.5[mg/m3] AOT



로를파악하 다. HYSPLIT 모델의입력조건은공기가

목표점에 도달하기 48시간 이전까지의 경로를 역 궤적

분석방법을사용하 다.

3. PM2.5농도와위성관측AOT와의관계

PM2.5 집중 관측기간 동안의 한반도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MODIS AOT값의 평균 분포는 Fig. 1과 같다.

AOT의 분포를 통하여 오염원이 집분포하고 있는 동

중국이 주요 오염지역임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 배출된

오염입자가 기류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침강 및

확산 작용과정에서 제거되어 에어러솔의 분포 양상이

서고동저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미

세먼지 관측지점인 덕적도와 제주도는 주변의 대도시

및 산업시설의 향이 비교적 적은 지역이므로 미세입

자의 농도 증가의 원인이 근거리 보다는 이렇게 대륙으

로부터의장거리이동이원인이될수있다.

Fig. 2는 두 관측 지점에서 집중관측기간 동안의

PM2.5 농도(막대)와MODIS AOT(원)를시계열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국내에서는 PM2.5에 대한 환경기준이

아직 없지만 미국 환경청(US EPA;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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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veraged MODIS AOT over study area and locations
of ground based PM2.5 measurement sites (Dukjuk:
37.23˚N, 126.15˚E and Jeju: 33.29˚N, 126.16˚E).

Fig. 2.  Daily time-series of PM2.5 (grey bar) and AOT at 550 nm (blue circle) at (a) Dukjuk and (b) Jeju. Horizontal solid lines
represent US EPA PM2.5 air quality standards.



Protection Agency)에서는일평균PM2.5 질량농도를

기준으로‘good’(0-15.4 mg/m3), ‘moderate’(15.4-

40.4 mg/m3), ‘unhealthy for sensitive groups’(40.5-

65.4 mg/m3), ‘unhealthy’(65.5-150.4 mg/m3), ‘very

unhealthy’(150.5-250.4 mg/m3)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 2003)

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기준에 대한 기준선도

그림 3에 포함하 다. 두 지점 모두 40 mg/m3 보다 낮

은 PM2.5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덕적도의 경우 때때

로 65.4 mg/m3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2006

년 4월 18일경에는 황사현상이 발생하 으며, 그로 인

하여 덕적도의 대기 중 PM2.5의 최대값인 188.89

mg/m3를 기록하 으며 MODIS AOT값도 크게 증가하

다. 제주도에서는 이보다 낮은 값인 50.46 mg/m3를

나타내었으나관측기간중최대값으로나타났다.

PM2.5와 MODIS AOT는 서로 다른 조건에서 관측

된 물리량이다. PM2.5는 지표 근처에서의 건조상태의

에어러솔 미세 입자의 질량농도로서 총 에어러솔 중 분

율은 지역마다 다르다. 반면에 위성이 관측한 AOT는

위성의 픽셀크기에 해당하는 역의 대기 중 존재하는

모든 크기의 에어러솔 입자와 관련되어 있고, 에어러솔

이 지표근처에 대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 민감

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차이점이 두 물리량간의 불일치

를 설명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 대기중 에어러솔의

부하량과비례하므로일반적인대기조건하에서대기질

감시에 있어 위성관측자료의 사용은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PM2.5와 AOT는 덕적도에서는 비슷한 변화양상을 보

이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두 관측지점의 주요 에어러솔의 성분 및 수

직분포특성으로인한것으로보인다.

위성자료의 대기질 응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MODIS AOT와 PM2.5의 상관분석을 수행하 다(Fig.

3). 상관분석에사용된PM2.5와 AOT가동시에존재하

는 표본의 개수는 덕적도와 제주도에서 각각 21개와 31

개이다. 상관분석 결과, 덕적도에서의 1차 선형회귀 방

정식은 PM2.5 = 45.078 AOT+3.345 로서 비교적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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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daily PM2.5 mass concentrations
and MODIS AOT at 550 nm.

Table 2.  Summary of PM2.5, MODIS AOT, wind speed (WS), and relative humidity (RH) at Dukjuk and Jeju

Station Name Parameter Min Max Mean STD

PM2.5[㎍/㎥] 4.32 188.89 25.88 22.89

Dukjuk
AOT 0.08 3.73 0.79 0.81

WS[m/sec] 0.5 4.5 1.69 0.84

RH[%] 40.8 91.4 68.24 13.28

PM2.5[㎍/㎥] 2.53 50.46 17.33 10.79

Jeju
AOT 0.09 1.14 0.42 0.24

WS[m/sec] 2.2 18.4 7.11 3.36

RH[%] 49.4 94.1 70.67 11.89

Station Name Parameter Min Max Mean STD



은 상관계수(R=0.854)를 나타내었으나, 제주도에서는

1차선형회귀방정식PM2.5 = 2.752 AOT+20.699로서

매우 낮은 상관계수(R=0.061)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

과는 제주도에서의 PM2.5 농도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역에위치해있고, AOT의증가에뚜렷한 향을줄만

큼의PM2.5 농도가나타나지않았기때문이다. 이와비

슷한사례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Engel-Cox et
al., (2004)는 미국 California 에서 MODIS AOT와 미

세먼지농도를비교한결과, AOT가적고에어러솔연직

분포가다양한조건하에서약한상관관계를나타내는것

으로보고하 다. Gupta et al. (2006)은 AOT와 PM간

의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조건은 대기 오염현상이

지표부근에서발생했을경우이며약한상관관계는낮은

광학두께값이나타나는경우로보고하 다.

PM2.5와 AOT의 상관관계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

는 입자의 소산효율(extinction efficiency), 흡습 성장

계수(Hygroscopic growth factor), 상대습도, 수직분

포 등이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가능한 자료로서

기상자료인풍속과상대습도자료를이용하여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풍속의 경우 두 지점 모두 관련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습도는 두 값의 상관도

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양한 상대습도

조건 중 75%를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

계수와 회귀 직선의 기울기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Fig. 4에서는상대습도값이75%보다낮은경우와75%

보다높은경우로나누어PM2.5와AOT를비교한결과

이다. 덕적도의PM2.5는상대습도가낮은경우에AOT

와 강한 상관관계(R=0.954)를 나타내었다. 상대습도는

입자의 크기와 소산효율을 증가시키므로, AOT값을 증

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건조한 상태에서 PM2.5

와 AOT 가 가지는 관계보다 AOT값의 증가로 인하여

비정상적인관계가도출될수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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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  Relationship between daily PM2.5 mass concentrations and MODIS AOT at 55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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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ree days HYSPLIT back-trajectories over study region for whole PM2.5 measurement days. Trajectory lines ending at
Dukjuk and Jeju with four different heights (500 m, 1000 m, 2000 m, and 4000 m).



덕적도와 제주에 도착하는 공기의 이동경로 특성은

역궤적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다(Fig. 5). 본 연구에서

역궤적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HYSPLIT 모델 분석 결

과는 덕적도와 제주도에 도착하는 공기는 주로 대륙으

로부터 기원하거나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고도가 낮아질수록 두 지역에 도착하는 공기의 이

동경로에 차이가 있었다. 1000 m 이하의 공기는 덕적

도의 경우 주로 북서쪽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제주도는 한반도 주변과 남서쪽 계열의 이동경로도 많

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장거리 이동경로의

차이가 앞서 분석된 PM2.5와 AOT간의 상관관계에 있

어차이를나타나게하는주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

4. 인공위성으로분석된PM2.5 농도

3장에서MODIS AOT와PM2.5와의상관분석결과,

덕적도에서 관측된 PM2.5 자료를 근거로 한 1차 선형

회귀 방정식의 상관관계가 높게 도출되었다. 여기에서

는 1차선형회귀방정식을이용하여MODIS AOT 자료

로부터 PM2.5 농도자료를 산출하 다. 덕적도에서 도

출된 1차 선형회귀 방정식이 위성이 관측하게 되는 전

지역에대하여적용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을수는있

지만, 상대습도가 비교적 낮고(RH<75%) 대기 중 에어

러솔의 농도가 충분히 높은 조건(PM2.5>33 mg/m3)하

에서는이러한가정이위성관측값을이용할수있는가

능성이 있음을 이전 장에서 증명하 다. 그리고 인공위

성자료를이용한PM2.5의도출은추후대기관측용라

이다(Lidar)와같이대기구조에대한상세한자료를제

공하는 관측자료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환경조건 및 검

증작업을수행할예정이다.

Fig. 6은 집중관측 기간 동안 PM2.5의 농도와

MODIS AOT값이상대적으로매우높았던경우를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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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DIS derived PM2.5 mass concentrations for massive aerosol event cases of (a) 24 October 2005, (b) 8 April 2006, (c) 16
January 2007, and (d) 24 October 2007, respectively.

(c)

(a) (b)

(d)



하여 MODIS AOT로부터 PM2.5 농도값으로 환산한

결과이다. 선택된 에어러솔 이벤트는 2006년 4월 8일

에 발생하 던 황사와 2005년 10월 24일, 2007년 1월

16일, 2007년 10월 24일에 발생하 던 대륙기원의 연

무현상에대하여위성자료를분석하 다. MODIS AOT

로부터 환산된 PM2.5 농도값은 에어러솔의 플룸이 위

치한 역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므로, 황사나 대륙기원

의 연무와 같은 장거리 이동성 에어러솔에 대한 대기질

감시에도움이줄것으로판단된다.

5. 결론및요약

한반도 인근지역은 대륙에서 이동하는 장거리성 오

염물질의 향이 크기 때문에 광역 대기질 감시를 위해

서는 지상 관측과 동시에 인공위성 관측자료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본연구에서는지역내인위적오염원에의

한 향이 비교적 적은 덕적도와 제주도에서 관측된 미

세 입자농도와 인공위성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입자성

오염물질의 변화와 거동을 분석하 다. 전체 관측 기간

중 PM2.5의 일 평균 농도는 덕적도(25.88±22.89

mg/m3)가 제주도(17.33±10.79 mg/m3)보다 비교적 크

게나타났으며두지역모두PM2.5의변동이크게나타

나고 있었다. 그리고 황사현상이 나타난 2006년 4월 8

일에는 덕적도에서 PM2.5의 최댓값 188.89 mg/m3과

제주도에서50.46 mg/m3를기록하 다. 이렇게지상에

서 관측된 미세입자 농도의 공간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대표적인인공위성자료인MODIS AOT 자료와

역궤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높은 PM2.5 값을 나타낸

날들은 PM2.5와 AOT평균보다 높으며 대부분 대륙으

로부터 유입된 황사나 연무의 향으로 판단되었다.

MODIS AOT와 PM2.5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덕적도

(0.854)가 고산(0.061)보다 높은 상관계수 값을 나타내

었으며 특히 상대습도가 75%보다 적은 경우 덕적도의

상관관계(R=0.954)는보다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

는 인공위성 자료로부터 대기환경 감시를 가능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천리안 위성과 같은 정지

궤도위성을이용한대기질감시에있어매우유용할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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