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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NIMR) has operated the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ometer which is the Atmospheric Emitted Radiance Interferometer
(AERI) in Anmyeon island, Korea since June 2010. The ground-based AERI with similar hyper-spectral
infrared sensor to satellite could be an alternative way to validate satellite-based remote sensing. In this
regard, the NIMR has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retrieval quality from the AERI, particularly cloud-
data filtering method. The AERI spectrum which is measured on a typical clear day is selected reference
spectrum and we used region of atmospheric window. We performed test of threshold in order to select
valid threshold. We retrieved methane using new method which is used reference spectrum, and the other
method which is used KLAPS cloud cover information, each retrieved methane was compared with that
of ground-based in-situ measurements. The quality of AERI methane retrievals of new method was
significantly more improved than method of used KLAPS. In addition, the comparison of vertical total
column of methane from AERI and GOSAT shows good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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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립기상연구소는 2010년 6월, 하향적외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고분해적외분광간섭계(FT-IR)인

Atmospheric Emitted Radiance Interferometer (AERI)를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에 설치하였다. AERI

는 고분해 적외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위성 기반의 원격탐사 자료를 검증하는데 유효하다. 본 연구에서는

AERI로부터 산출되는 메탄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맑을 때의 자료를 분류하는 AERI 스펙트럼 기준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KLAPS 구름 정보를 이용한 방법과 비교하였다. 맑은 날 관측된 AERI 스펙트럼을 기

준 스펙트럼으로 선정하였으며, 구름에 민감한 대기 창 영역을 사용하였다. 임계값 선정을 위해 복사량 임계

값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선정된 임계값을 이용한 AERI 스펙트럼 기준의 방법과 KLAPS 구름 정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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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지구환경정보 관측을 위한 위성의 중요도가 상승

함에 따라 고분해 스펙트럼 센서를 탑재한 전 지구관측

위성들이 개발되어 임무를 수행중이다. 특히 Aqua/

AIRS (Aumann et al., 2003; Divakarla et al., 2006), MetOp-

A/IASI (Clerbaux et al., 2009; George et al., 2009; Liu et al.,

2009), GOSAT (Yoshida et al., 2011; Yokota et al., 2009),

MOPPIT (Pan et al., 1998) 등의 위성 자료를 이용한 대기

의 온습도 프로파일, 온실 가스(CO, CO2, CH4) 산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 지구관측 위성의 활용을 위한 지상 고해상

도 스펙트럼 자료 축적 및 활용기술 개발이 필요시 됨

에 따라 국립기상연구소는 대기환경정보 산출 기술 개

발 및 지상검증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0년 6월 연직 하

향적외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고분해적외분광간섭계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FT-IR)인

Atmospheric Emitted Radiance Interferometer (AERI)를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36.32°N, 126.19°E)에 설치

(Kang et al., 2013)하였다(Fig. 1). AERI를 이용하여 관측

되는 스펙트럼은 온습도 프로파일 등의 대기 정보(Feltz

et al., 2003; Smith et al., 1999), 미량 기체(He et al., 2001;

Mariani et al., 2013), 구름 특징(Turner et al., 2003), 지표면

정보(Knuteson et al., 2004a), 해면 정보(Minnet et al., 2001),

에어로졸(Sokolik et al., 1998) 등을 제공한다.

AERI는 비가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관측이 가

능하기에 맑음, 구름, 안개 등의 기상 상태에 따른 스펙

트럼 자료가 생산된다. 구름 등의 영향을 받은 스펙트

럼을 이용하여 온습도 프로파일을 산출할 경우 라이다

관측을 통한 구름의 고도, 분포, 구름 기압 등의 초기 정

보가 필요(Feltz et al., 1998)하지만 관측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 구름에 대한 초기 정보의 부족은 산출물의 정

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에 맑을 때의 스펙트럼 자료를

이용하여 프로파일을 산출한다. 또한Mariani et al.(2012)

은 구름이 있을 경우 복사수지 값을 변화시켜 산출결과

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맑을 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온

실가스를 산출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맑을

때의 스펙트럼 자료를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

KLAPS 구름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KLAPS 기준 방법,

KLAPS-based)을 사용할 수 있다. KLAPS 구름 정보는

안면도 지점 격자(5 km) 정보를 이용하여 구름양이 0.01

(1 %)이하(범위 0∼1.0, 0~100 %)(Albers et al., 1996)일 경

우를 맑은 날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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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방법을 각각 이용하여 최하층 메탄 농도를 산출하였다. 각각 산출된 메탄농도와 지상관측 메탄농도를

비교하였으며, KLAPS 구름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메탄농도보다 AERI 스펙트럼 기준의 방법으로 산출된

메탄농도의 품질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GOSAT 연직 메탄 총량과의 비교에서도 좋은 결

과를 보여주었다.

Fig. 1. (a) The Korea Global Atmosphere Watch Center (KGAWC, GAW site) in Anmyeon island (36.32°N, 126.19°E). (b) Snap shot
of AERI.



하지만 AERI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할 수 있다(Table. 1). 1) AERI 관측 영역

(Field Of View, FOV)에 구름이 없다 하더라도 KLAPS

격자 안에 구름양이 0.01 보다 크면 맑지 않은 것으로 분

류된다. 2) AERI 관측 영역에 구름이 들어 들어와 관측

스펙트럼이 오염이 되도 격자 안의 구름양이 0.01 이하

면 맑은 날로 분류되어 순수하게 맑을 때의 AERI 스펙

트럼을 분류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장비는 구동되고

있지만 관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을 경우(돔을 닫은 상

태)에 생산된 자료들 또한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AERI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새로

운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AERI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구름에 영향을 받은 자료를 제거

하는 새로운 분류 방법(스펙트럼 기준 방법, spectrum-

based)의 개발 및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장비 및 자료

1) AERI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의 Space Science and Engineering

Center (SSEC)에서 개발한 AERI는 1 cm_1의 스펙트럼

분해능, 10분 이하의 시간 분해능을 가지며, 520∼3020

cm_1 (3.3~18.2 μm)의 관측 범위를 가진다. AERI의 유

효 관측 고도는 약 2~3 km(Feltz et al., 1998; Smith et al.,

1999, Knuteson et al., 2004b)이다. AERI의 전면부에는

대기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광학 거울과 2개의 블랙바

디로 구성되어 있다. 광학 거울을 통해 관측되는 대기

스펙트럼을 교정하는데 중요한 역할(Feltz et al., 2003)을

하는 두 블랙바디는 각각 뜨거운 블랙바디 (hot

temperature blackbody)와 주변 온도를 가지는 블랙바디

(ambient temperature blackbody)이며, 1%보다 작은 절대

교정 정확도(absolute calibration accuracy)를 가지는 스펙

트럼을 생산한다(Knuteson et al., 2004b, c). 550∼1800

cm_1과 1800∼3000 cm_1영역을 관측할 수 있는 두 개의

탐지기를 이용하여 간섭무늬(Interferogram)를 수집하

고, 퓨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적외 스펙트럼을 생산한다.

스펙트럼영역은CO2밴드(612∼618, 624∼660, 674∼713,

2223∼2260 cm_1), H2O밴드(538∼588, 1250∼1350 cm_1),

O3밴드(980∼1080 cm_1), 대기의 창(800∼1250 cm_1) 영

역을 포함하고 있다(Kang et al., 2013). 또한 Network for

the Detection of Atmospheric Composition Change (NDACC)

에서 권고하고 있는 온실 가스 산출 밴드인 CH4밴드

(1150∼1229 cm_1)와 CO밴드(2000∼2200 cm_1)를 포함

하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AERI를 통해 연직 방향의 대

기가 방출하는 적외 스펙트럼을 관측하며, 관측된 스펙

트럼을 통해 온습도 프로파일과 온실 가스(CH4, CO)의

연직 총량 농도 및 연직 농도 프로파일과 같은 대기환

경정보를 산출하고 있다. 온습도 프로파일을 산출하기

위해 AERIPROF 알고리즘(AERI T/q Retrieval algorithm)

(Smith et al., 1999; Feltz et al., 2007)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안면도 지역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한 연구

(Kang et al., 2013)가 진행되었다. 같은 해, SFIT2 알고리

즘(Spectral Least Square Fitting Program)(Rinsland et al.,

1998)을 이용한 메탄 산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2년

에는 일산화탄소 산출 체계를 구축하였다. SFIT2 알고

리즘은 적외 스펙트럼으로부터 온실가스 산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 하나로서 NASA

Langley 연구센터,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AR), National Institute of Water and Atmosphere Research

(NIWA)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Rinsland et al., 1998)되

었으며, 전지구 지상 Fourier Transform Spectrometer (FTS)

네트워크인 Total Carbon Column Observing Network

(TCCON)과 NOAA 대기화합물변화탐지 네트워크 산

하의 InfraRed Working Group (IRWG)에서 이용되고 있

다. SFIT2 알고리즘은 태양 흡수 적외 스펙트럼을 관측

하는 장비에 최적화 되어 있기에 AERI 관측 스펙트럼

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일 브레멘 대학 환

경물리 연구소에서 수정한 SFIT2 v3.93(emission version)

Improvement of Cloud-data Filtering Method Using Spectrum of 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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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ata classification of KLAPS for whether cloudy-sky or clear-sky
FOV of AERI KLAPS Classification by KLAPS

Cloud
Not influenced Value > 0.01 Cloudy-sky

Influenced Value ≤ 0.01 Clear-sky



을 사용하였다. 메탄농도는 연직 메탄 총량(Vertical

Total Column) 및 메탄 프로파일(Volume mixing ratio)형

태로 산출되며 프로파일의 경우 최하층(0.03~1 km)부

터 110 km 고도까지 총 42레벨로 나누어 산출된다.

위성 관측 자료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AERI는 라디

오존데에 비해 유리한 면이 있다. AERI는 준 실시간 관

측이 가능하며,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다. 하지만 라디오존데의 경우 실시간으로 관측하기가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라디오존데를 구입해야 하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AERI를

이용한 지상검증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2)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KLAPS)는

국립기상연구소 예보연구과에서 개발한 국지규모 기

상분석 및 예측 시스템으로 5 km의 수평격자간격, 1시

간의 시간해상도를 가지며 1000∼50 hPa의 구간을 총

40 레벨로 나누어 자료를 생산한다(Ha et al., 2008). 5×5

격자를 0~1.0(0~100%)의 범위로 나누어 구름양이

0.01(1 %) 이하일 경우 맑은 날로 분류하며, 0.01보다 클

경우 구름이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Albers et al., 1996).

KLAPS 기준 방법은 새로운 스펙트럼 기준 방법과 비교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3) 지상관측자료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는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지구대기감시(Global

Atmosphere Watch, GAW)에 참여하고 있으며, 36.32°N,

126.19°E, 해발고도 45.7 m에 위치해 있다. 온실가스, 반

응가스, 에어로졸, 대기복사, 강수화학, 성층권 오존·

자외선의 6개 분야 36종의 기후변화감시요소를 관측하

고 있으며, 2003년 1월에 40 m높이의 관측타워를 설치

하여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지구대기감시보고서 ,

2012). 메탄농도는Gas Chromatography-Flame Ionization

Detector (GC-FID) 장비를 이용하여 관측한다. FID는

불꽃이온화검출기로 주로 유기화합물 분석에 사용된

다. FID는 비교적 선형성이 좋으며 6시간 마다 표준가

스를 주입하여 보정한다(지구대기감시보고서, 2012).

GAW 관측소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는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분야(온실가

스: 일본)별 Quality Assurance/Science Activity Centres

(QA/SAC)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LAPS 기

준 방법과 새로운 스펙트럼 기준 방법을 이용하여

AERI 관측 스펙트럼을 각각 분류하고, 분류된 스펙트

럼들을 통해 산출된 메탄농도와 비교하기 위해 타워(해

발고도 85.7 m)에서 관측된 지상관측 메탄농도를 사용

하였다. 지상관측 메탄농도는 World Data Centre for

Greenhouse Gases(WDCGG)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것

을 사용하였다.

4) GOSAT

Greenhouse gases Observing SATellite (GOSAT) 위성

은 온실 가스 감시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GOSAT은

약 666 km의 고도에서 태양동기궤도(sun synchronous

orbit)를 따라 공전하며, 같은 지역으로 돌아오는 주기

(전 지구 관측주기)는 3일이다. 위성에 장착된 Thermal

And Near-infrared Sensor for carbon Observation Fourier

Transform Spectrometer (TANSO-FTS)는 0.76(12900∼

13200), 1.6(5800∼6400), 2.0(4800∼5200) μm(cm_1)의 단

파장 적외선과 5.5∼14.3(1800∼700) μm(cm_1)의 광역

열적외선 영역 등 4개의 고분해능 밴드를 이용하여 지

표면과 대기에서 방출하는 열적외선 및 지표면에서 반

사되는 단파장 적외선(short-wavelength infrared, SWIR)

을 감지한다. 관측 범위는 10.5 km, 분해능은 0.2 cm_1이

다(Kuze et al., 2009). GOSAT은 연직 메탄 총량을 제공

하고 있으며 메탄 산출에는 5900~6150 cm_1(Yoshida et

al., 2011) 영역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GOSAT

연직 메탄 총량과 AERI 연직 메탄 총량을 비교하였다.

3. 스펙트럼 기준 방법 개발

1) 기준 스펙트럼 선정

AERI 스펙트럼을 기준 스펙트럼으로 이용하여 맑은

날을 분류하기 위하여 구름, 안개, 맑을 때에 대해 직접

관측을 수행하였으며, 맑은 날은 구름이 전혀 없을 경

우 수행되었다. 각각의 기상 환경에서 관측한 스펙트럼

들을 분류하였으며 맑은 날 관측한 스펙트럼들을 이용

하여 맑은 날 관측되는 AERI 스펙트럼의 모습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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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11년 2월 11일 00:30 UTC

(09:30 KST)의 AERI 스펙트럼을 기준 스펙트럼으로 선

정(Fig. 2)하여 스펙트럼 기준 방법에 적용하였으며, 온

도는 영하 5.3 , 운량 0, 습도 72 %, 해면기압 1024.7 hPa

을 보였다. AERI 스펙트럼의 관측 범위에서 구름에 민

감한 영역은 750~1200 cm_1(Mariani et al., 2013)이며 그

중 가장 민감한 750~1000 cm_1영역(Mariani et al., 2012)

을 필터링을 위한 스펙트럼 영역(Fig. 2)으로 선정하였

다. 또한 검증을 위해 산출된 메탄농도는 NDACC에서

권고하고 있는 메탄 산출 밴드 1150~1229 cm_1를 사용

하였으며, 한 시간 분해능을 가진다. 메탄은 지구 온난

화를 야기 시키는 중요한 온실가스중의 하나이기에 국

립기상연구소에서는 2011년부터 AERI를 이용하여 메

탄을 산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메탄을

관측하고 있다. 또한 GOSAT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에

는 위성과도 비교가 가능하기에 메탄을 이용한 검증 방

법을 선정하였다.

2) 임계값 선정

임계값이 작을수록 맑은 날로 분류되는 자료의 개수

가 줄어들고, 임계값이 크면 기상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의 스펙트럼 자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맑

은 날로 분류되는 자료의 개수 확보와 동시에 기상 환

경이 좋지 않을 때의 스펙트럼 자료를 최대한 걸러낼 수

있는 임계값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AERI 기준 스

펙트럼에서 각각의 파수별 복사량 값을 기준으로AERI

관측 스펙트럼이 기준 값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를 이

용하였으며, 임계값 영역을 선정하여 AERI 관측 스펙

트럼이 임계값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구름, 안개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은 맑을 때의 스펙트럼으로 분류(Fig. 3)

하도록 진행하였다. 임계값을 선정하기 위해 복사량 임

계값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농도 변동성이 작은 겨울

철 중 2011년 2월의AERI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임계값 별 산출된 AERI 최하층 메탄농도와 지상관측

메탄농도를 비교하였다. 지상에서의 메탄농도는 겨울

철에 비해 여름철에 변동성이 크다. 메탄은 박테리아에

의해 식물성분이 분해될 때, 가축류의 생리학적 작용으

로 발생하는데 특히 여름의 경우 논에서의 메탄 방출,

쓰레기나 유기물의 부패에 의한 메탄 방출이 활발히 일

어나고, 수산기(Hydroxyl radical, OH)에 의해 대기에서

제거되는 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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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chematic plot to select clear-sky spectra by using the reference spectrum with the ±60% threshold to radiance with
wavenumbers between 760~1000 cm_1. The observed AERI spectra, which are included in the shaded area, are selected as
clear-sky spectra.

Fig. 2. A clear-sky spectrum (red) as a reference, which is
measured on a typically clear day at Anmyeon island at
00:30 UTC on 11 Feb 2011 and a cloudy spectrum (black)
at 16:34 UTC on the same day. The cloud filtering is
performed using 760~1000 cm_1 which is cloud
sensitive region at atmospheric window. The spectrum
bands for retrieval are 1150~1229 cm_1(CH4) and
2000~2200 cm_1(CO).



큰 상태를 보여준다(지구대기감시보고서, 2012). 또한

Lee and Heo(2012)는 계절별 바람의 방향이 달라 메탄

농도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Table 2와 Fig. 4는 임계값 별 산출된 AERI 최하층 메

탄 농도와 지상관측 메탄농도의 평균 Root Mean Square

Difference (RMSD) 값과 비교 자료 개수를 나타낸다. 임

계값이 ±60%에서 ±80%로 갈수록 맑은 날로 분류되는

자료의 개수 증가에 비해 RMSD 값의 증가폭이 큰 것을

알수있다. 또한±50% 이하인경우자료의개수감소에

비해 RMSD 평균값이 ±60%인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맑은 날로 분류되는 자료의 개수 확보와 RMSD

평균값을 통해 ±60%를 임계값으로 선정하였다.

3. 검 증

1) 단기간 검증

임계값이 ±60%일 때, 2011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의 기간에 대해 지상관측 메탄농도, 스펙트럼 기준 방

법 및 KLAPS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메탄농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스펙트럼 기준 방법을 적용했을 때

의 메탄농도는 지상관측 메탄농도에 비해 과소 추정되

는 경향이 있지만 KLAPS 기준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메탄농도에 비해 변동폭이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스펙

트럼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메탄농도의 RMSD

평균값은 144.36 ppb로 KLAPS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RMSD 평균값 166.46 ppb보다 22.1 ppb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2). Fig. 6은KLAPS 기준 방법과 스

펙트럼 기준 방법(임계값: ±60%)으로 분류된 각각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산출된AERI 최하층 메탄농도와 지

상관측 메탄농도의 RMSD에 대한 빈도분포도이다. 두

경우 모두 100~200 ppb 사이에서 빈도분포수가 가장 높

게 나왔으며, 100 ppb 이하, 200 ppb 이상은 감소하는 패

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빈도 분포선이 교차하고 있는

250 ppb를 기준으로, 250 ppb 보다 큰 경우의 RMSD 빈

도수는 20.55% (KLAPS 기준 방법)와 9.1% (스펙트럼 기

준 방법)로 나타났으며, 스펙트럼 기준 방법이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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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ame as Table 2. The averaged RMSD (number of cases) of concentration of CH4 is presented the bar (solid line).

Table 2. The averaged RMSD of AERI CH4 retrievals against ground-based in-situ measurements and number of cases as a function
of thresholds which are categorize to cloud-free cases from 1 to 28 Feb 2011. The KLAPS indicates the RMSD of AERI CH4
retrievals based on the KLAPS cloud cover information

Threshold (%) 10 20 30 40 50 60
Averaged RMSD of concentration of CH4 (ppb) 131.26 146.79 143.06 145.08 144.13 144.36

Num. of cases 17 27 44 57 81 99
Threshold (%) 70 80 90 100 250 KLAPS

Averaged RMSD of concentration of CH4 (ppb) 158.89 168.26 166.99 164.94 165.43 166.46
Num. of cases 122 139 158 181 281 146



더 작은 값을 보였다. RMSD 빈도수가 더 작은 값을 보

이는 이유는KLAPS 기준 방법보다 스펙트럼 기준 방법

의 분류 정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산출된 메탄농도와 지

상관측 메탄농도의 차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즉,

RMSD가 큰 쪽으로의 빈도분포수 값이 작을수록 정확

도가 더 높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름, 안개 등에 오염

된 자료를 걸러내고 , 맑을 때의 자료를 분류할 때 ,

KLAPS 기준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스펙트럼 기준 방

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6와 동일한 기간에 대한 지상관측 메탄농도와 산

출된 AERI 최하층 메탄농도 (스펙트럼 기준 방법 ,

KLAPS 기준 방법)의 표준편차를 Table 3에 나타내었

다. 각각의 방법에 의한 표준편차는 131.03 ppb (스펙트

럼 기준 방법), 194.67 ppb (KLAPS 기준 방법)로 지상관

측 메탄농도의 표준편차(48.90 ppb)에 비해 큰 값을 보

이고 있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메탄농도의 변동성

이 크다는 것을 말하며, 겨울철(2월) 메탄농도의 변동성

이 작은 것을 감안할 때, KLAPS 기준 방법을 이용했을

때의 메탄농도 변동성보다 스펙트럼 기준 방법을 이용

했을 때의 변동성이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펙

트럼 기준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AERI 최하층 메탄

농도의 변동성이 지상관측 메탄농도가 가지는 2월의

작은 변동성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2) 전체기간 검증

단기간 검증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기

간(2010년 6월~2011년 12월)으로 확대하여 비교하였으

며, 각방법으로관측및산출된메탄농도를Fig. 7, RMSD

빈도분포수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7에서 스펙트럼

기준 방법을 적용했을 때 메탄농도가 산출되지 않았다.

이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자료의 개수가 적었고, 기

준 스펙트럼이 겨울철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여름철 스

펙트럼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Knuteson et al.(2004b)는 관측 장소가 고위도, 중위도, 저

위도에 따라 맑은 날 관측되는 AERI의 스펙트럼이 달

라진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안면도의 경우 겨울철엔

춥고 건조하며 여름철엔 덥고 습하기 때문에 계절별 관

측되는 스펙트럼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여름철에는

Knuteson et al.(2004b)에서 보여주는 저위도 지역의 스

펙트럼, 겨울철에는 고위도 지역의 스펙트럼과 유사한

형태로 관측된다. 전체기간은AERI를 이용하여 지속적

으로 관측이 수행된 기간으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기

간이며, 2012년에는 관측 일수가 아주 적어 전체기간에

서는 제외시켰다. 전체기간에 대한 RMSD 빈도분포수

는 단기간 검증의 RMSD 빈도분포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또한 빈도 분포선이 교차하는 250 ppb 보다 큰

경우의RMSD 빈도분포수(스펙트럼기준방법)는 3.13%

로KLAPS 기준 방법의 35.45%보다 32.32% 작은 값을 보

였으며, 단기간 검증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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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CH4 concentration from In-situ, Spectrum
-based and KLAPS-based at Anmyeon island from 1 to
28 FEb. 2011.

Fig. 6. The frequency distributions of RMSD between the AERI
CH4 and the in-situ measurement on the basis of cloud
filtering methods from 1 to 28 Feb 2011. The one is
based on AERI clear-sky spectrum (solid) and the other
on cloud cover information from the KLAPS (dashed).

Table 3. The Standard Deviation (SD) of CH4 concentration
(ppb) each cases from 1 to 28 Feb 2011
In-situ Spectrum-based KLAPS-based

SD 48.90 131.03 194.67



Table 4는 전체기간에 대한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지

상관측 메탄농도의 표준편차는 121.53 ppb, 스펙트럼

기준 방법(KLAPS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메탄

농도의 표준편차는 114.39 ppb (655.66 ppb)이다. 스펙트

럼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메탄농도의 표준편차

는 지상관측 메탄농도의 표준편차보다 작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자료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여름철 관측 스펙

트럼들이 높은 습도에 영향을 받아 기준 스펙트럼에 부

합하지 못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KLAPS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메탄농도의 RMSD는 지상관측 메탄

농도의 RMSD 보다 5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

한 RMSD의 차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맑은 날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맑은 날 자료의 분류 정확도가 중

요함을 보여준다. 구름 등에 영향을 받은 자료는 메탄

산출의 정확도를 감소시키고, 비교 대상인 지상관측 메

탄농도와의 차이를 발생시켜 RMSD 값이 커지게 만드

는 것이다.

또한 Table 5에서도 앞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다. Table 5는 각각의 메탄농도를 비교했을 때의 표준편

차이다(지상관측 메탄농도 및 스펙트럼 기준 방법을 적

용하여 산출된 메탄농도의 표준편차 비교, 지상관측 메

탄농도 및KLAPS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메탄농

도의 표준편차 비교, 세 가지 표준편차 모두 비교). 지상

관측 메탄농도의 표준편차 크기에 비해 스펙트럼 기준

방법과 KLAPS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메탄농도

의 표준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스펙트럼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메탄농도의 표준편차 값

이 지상관측 메탄농도의 표준편차 값에 4배를 넘지 않

지만, KLAPS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메탄농도의

표준편차 값은 8배를 넘었다. 또한 3가지 메탄 농도의

표준편차를 비교한 경우, 지상관측 메탄농도, 스펙트럼

기준 방법의 메탄농도, KLAPS 기준 방법의 메탄농도

순으로 표준편차 값이 커졌다. 동일한 날짜와 시간의 자

료임에도 불구하고 스펙트럼 기준 방법과 KLAPS 기준

방법으로 산출된 각각의 메탄농도 표준편차 값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KLAPS 기준 방법의 경우 관측 자료를

한 시간 평균한 이 후 맑을 때의 스펙트럼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한 시간 동안 관측되는 자료 중에 구

름 등에 영향을 받은 스펙트럼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시간해상도가 1시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

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스펙트럼 기준 방법의 경우 관

측 자료 자체에서 맑을 때를 분류한 이 후에 한 시간 평

균하는 방식이다. 즉, 한 시간 평균하기 이전에 맑을 때

의 자료를 분류함으로써 구름, 안개 등에 오염된 자료

가 사전에 제거되어 우리가 원하는 순수하게 맑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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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CH4 concentration from In-situ, Spectrum
-based and KLAPS-based at Anmyeon island from Jun.
2010 to Dec. 2011.

Fig. 8. Same as Fig. 6. The period is from Jun. 2010 to Dec. 2011.

Table 4. Same as Table 3. But the period is from Jun. 2010 to
Dec. 2011

In-situ AERI-based KLAPS-based
SD 121.53 114.39 655.66

Table 5. Same as Table 4. The data time and number of In-situ
is coincident with each AERI and KLAPS. All three
SDs of bottom line have same data time and number

In-situ AERI-based KLAPS-based

Standard
Deviation

31.15 111.65 -
72.13 - 596.02
30.35 102.96 128.73



스펙트럼 자료를 이용하여 메탄농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스펙트럼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메탄

농도의 표준편차 값이 지상관측 메탄농도의 표준편차

값에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메탄농도

산출에 사용된 관측 자료의 신뢰도가 좋아진 것을 말하

며, 연장선상에서, 산출되는 메탄농도의 정확도 또한 향

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큰 편차를 가지

고 있기에 추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이 필

요하다.

3) GOSAT 메탄 총량 비교

GOSAT 연직 메탄 총량과 AERI 연직 메탄 총량 비

교를 Fig. 9에 나타내었다. 두 연직 메탄 총량 모두 약

3.8e+19~3.9e+19 molecule/cm2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두 산출 결과 값이 거의 유사함을 말한다.

다만 비교 사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비교 기간

확대 등의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GOSAT과의 비

교 사례 수가 적은 이유는 GOSAT의 경우 3일에 한 번

씩 안면도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관측 일

수가 적으며, 관측 자료 중 구름이 있을 경우, 스펙트럼

품질이 좋지 않을 경우 등의 자료는 산출 과정에서 제

외되기(Yoshida et al., 2011) 때문이다. 또한 동 시간의

AERI의 관측 수행 여부 및 스펙트럼 기준 방법에 의해

맑을 때로 분류되는 자료의 유무도 비교 사례 수에 영

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및 정리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에 설치한 AERI를 이용하

여 대기의 스펙트럼을 관측하고 있으며, 관측된 스펙트

럼을 이용하여 온습도 프로파일 및 온실 가스(CH4, CO)

를 산출하고 있다. 산출물들은 구름, 안개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은 맑을 때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맑

을 때 관측된 스펙트럼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 KLAPS

기준 방법과 새로 개발한 스펙트럼 기준 방법을 비교하

였다. KLAPS 기준 방법은 5 km해상도 격자 안의 구름

비율을 계산하여 구름 여부를 통해 분류하는 방식으로

실제 AERI의 관측 영역(Field of view)에 존재하는 구름

여부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한 시간해상도에 의

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시 되었

으며, 전형적인 맑은 날 관측된 AERI 스펙트럼을 기준

스펙트럼으로 이용한 방법(스펙트럼 기준 방법)을 개발

하였다.

구름, 안개 등에 영향을 받아 오염된 자료를 최대한

제거함과 동시에 많은 자료 개수를 확보 하기 위한 임

계값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60%를 임계값으로 선

정하였다. 검증은 실 관측 자료인 지상관측 메탄농도의

RMSD,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지상관측 메

탄농도와 KLAPS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메탄농

도의 RMSD 빈도분포수는 250 ppb보다 큰 경우가

20.55%(2011년 2월 자료 기준), 35.45%(전체기간 자료

기준)였으며, 스펙트럼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메탄농도의 RMSD 빈도분포수는 각각 9.1%, 3.13%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변동성을 비교했

을 때, 스펙트럼 기준 방법의 표준편차 값이 KLAPS 기

준 방법의 표준편차보다 지상관측 메탄농도의 표준편

차에 더 가까운 값을 보였다. 각 검증 결과들은 KLAPS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메탄농도보다 스펙트럼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메탄농도가 지상관측 메

탄농도와 더 가까운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도의 변

동성 부분에서도 스펙트럼 기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

된 메탄농도의 신뢰도가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메탄농도를 산출할 때 더 좋은 품질의 메탄을 산출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GOSAT 연직 메탄 총량과

의 비교에서도 비교 사례 수는 적었지만 비슷한 값을 보

이며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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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atter plot of vertical total column of CH4with AERI and
GOSAT on Jun. 2010 to Dec. 2011.



앞으로 메탄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산출, 온습도 프

로파일 산출 등 관측된 AERI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경

우, 새로 개발한 스펙트럼 기준 방법이 유용하게 사용

될 것이며, 추후 계절별 기준 스펙트럼을 선정하여 개

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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