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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for the first time, estimated daily and monthly surface nitrogen dioxide (NO2) volume
mixing ratio (VMR) using three regression models with NO2 tropospheric vertical column density (OMI-
Trop NO2 VCD) data obtained from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 in Seoul in South Korea at
OMI overpass time (13:45 local time). First linear regression model (M1) is a linear regression equation
between OMI-Trop NO2 VCD and in situ NO2 VMR, whereas second linear regression model (M2)
incorporates boundary layer height (BLH), temperature, and pressure obtained from Atmospheric Infrared
Sounder (AIRS) and OMI-Trop NO2 VCD. Last models (M3M & M3D) are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equations which include OMI-Trop NO2 VCD, BLH and various meteorological data. In this study, we
determined three types of regression models for the training period between 2009 and 2011, and the
performance of those regression models was evaluated via comparison with the surface NO2 VMR data
obtained from in situ measurements (in situ NO2 VMR) in 2012. The monthly mean surface NO2 VMRs
estimated by M3M showed good agreements with those of in situ measurements (avg. R = 0.77). In terms
of the daily (13:45LT) NO2 estimation, the highes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e daily surface NO2
VMRs estimated by M3D and in-situ NO2 VMRs (avg. R = 0.55). The estimated surface NO2 VMRs by
three models tend to be underestimated. We also discussed the performance of these empirical models for
surface NO2VMR estimation with respect to other statistical data such as root mean square error (RMSE),
mean bias, mean absolute error (MAE), and percent difference. This present study shows a possibility of
estimating surface NO2 VMR using the satellit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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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산화질소의 인위적인 발생원으로는 주로 화석연료

의 연소과정, 화학 공정이 있으며 자연적인 발생원으로

는번개, 산불, 토양이있다. 특히이산화질소는자동차배

기가스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해 도시지역의

교통관련대기오염지표로도사용된다(Kharol et al., 2015).

이산화질소는 대기 중에서 낮 시간에 광분해 작용을 통

하여 대류권 오존을 생성하는 오존의 전구 물질이다. 인

체가 장기적으로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는 경우 폐 기능

저하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 할 수 있다(Ackermann-

Liebrich et al., 1997; Schindler et al., 1998; Gauderman et al.,

2000; Panella et al., 2000; Smith et al., 2000). 따라서이산화질

소는 대기환경과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

체로서 측정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

화질소는다양한방법으로측정되고있으며지표에존재

하는 이산화질소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화학발광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한 지점

에서의 지표 이산화질소 농도 정보만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표면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광범위한 지역에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지점 측정 장비의 운용이

필요하지만높은운용비용으로인하여지점측정장비를

이용한 지표면 이산화질소 농도 관측이 어렵다. 최근에

들어서 넓은 범위를 짧은 시간 내에 관측할 수 있는 위성

을 통한 이산화질소 칼럼농도 측정 연구가 활발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규모 혹은 전구규모의 이산화

질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다양한 위성 센서들이

활용되어 오고 있다. 전 지구의 대류권 이산화질소를 측

정하는위성센서로는ERS-2 (European Remote Sensing-2)

에 탑재된 GOME (Global Ozone Monitoring Experiment)

센서 (1995-2003), Envisat (Environmental Satellite)에탑재된

SCIAMACHY (Scanning Imaging Absorption Spectrometer

for Atmospheric Chartography/Chemistry) 센서 (2002 ~),

Earth Observing System-Aura (2004 ~)에 탑재된 OMI

(Ozone Monitoring Instrument) 센서, MetOp (Meteorological

operational satellite)-A (2007 ~)와MetOp-B (2012 ~)에탑재

된 GOME-2 센서 등이 있다(Leue et al., 2001; Richter and

Burrows, 2002;Martin et al., 2002;Boersma et al., 2004; Boersma

et al., 2006; Bucsela et al., 2006). 이러한위성센서관측을통

해서는 이산화질소의 칼럼농도가 산출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대기질규제를위해지표이산화질소혼합비

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최근 위성에서 측정된 이산화질

소 칼럼농도와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연구와 이산화질소 칼럼농도를 활용하여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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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한반도 서울지역에서 OMI (Ozone Monitoring Instrument) 센서로 관측

된 대류권 이산화질소 칼럼농도를 이용하여 OMI 센서의 관측시간인 13:45에서의 월 평균 및 일별 위성 지

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회귀모델들이 이용되었다. 첫 번째 회귀모델

(M1)은 OMI 대류권 이산화질소 칼럼농도와 지점 측정값과의 선형회귀를 통한 회귀계수로 구성되어있다. 두

번째 회귀모델(M2)은 OMI 대류권 이산화질소 칼럼농도와 AIRS (Atmospheric Infrared Sounder) 센서로

관측한 행성경계층 높이, 온도, 압력 자료 모두가 반영된 회귀모델이다. 세 번째 회귀모델(M3M, M3D)은 다

중회귀모델로서 앞서 고려된 이산화질소 칼럼농도와 행성경계층 높이와 다양한 기상변수를 추가적으로 반

영하는 회귀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서 2011년까지를 회귀모델의 훈련기간으로 하여서 각 회귀식

의 회귀계수를 도출하였으며 2012년도는 검증기간으로서 훈련기간에 도출된 회귀모델들의 성능을 평가하

였다. 회귀모델들로 추정된 월 평균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지점 관측소에서 지점 측정장비로 측정된 월

평균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가장 높은 상관성(avg. R = 0.77)을 보이는 회귀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

방법(M3M)이다. 또한, 회귀모델들로 추정된 13:45에서의 일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지점 관측소에서 지

점장비로 측정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가장 좋은 상관성(avg. R = 0.55)을 보인 것도 다중회귀분석방

법(M3D)이다. 회귀모델들로 추정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는 지점 측정값에 비해 과소추정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회귀모델들로 추정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평가하기 위해 지점 측정값과의 RMSE (Root

Mean Square Error), mean bias, MAE (Mean Absolute Error), percent difference와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위성을 통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 산출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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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소 지표혼합비를 추정하기 위한 가능성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ORDÓNEZ et al. (2006)은 이탈리아 밀란 지역에서

GOME 센서로 측정된 이산화질소 대류권 칼럼농도와

지점 측정 장비로 측정된 이산화질소 칼럼농도와의 비

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Kharol et al. (2015)은 GEOS-

Chem 화학 수송모델 자료와 OMI 센서로 측정된 이산

화질소 칼럼농도를 통하여 북미지역에서 연평균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추정하였고 추정된 지표 이산화

질소 혼합비의 연변화 추세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위성

으로부터 측정된 이산화질소 칼럼농도를 활용하여 지

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추정하기 위한 가능성을 조사

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시간해상도에서 지표 이산화

질소 혼합비 산출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러

나 위성으로 측정된 이산화질소 칼럼농도를 활용하여

보다 높은 시간해상도인 월평균 및 일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산출을 시도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서OMI 센서로 관측된 이산화

질소 칼럼농도를 활용하여 2가지의 선형회귀분석 방법

과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시간(local time;

LT) 13:45에서의 월평균, 일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처음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러한 세가

지 방법으로 추정된 지표면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지점

측정 장비로 측정된 지표면 이산화질소 혼합비와의 비

교를 통해 각 회귀분석 방법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연구지역과 자료

1) Study area & period

본 연구의 연구지역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고농도 이

산화질소가 발생하고 지점 측정소가 많이 분포하는 서

울지역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은OMI 위성의 격

자가 여러 개가 포함됨으로 동부, 서부지역으로 나누어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추정하였다. 또한 서울지역

에 비해 저농도 이산화질소 배출지역인 경북 의성에서

도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 추정을 시도하였다. 연구기

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4년이며 그 중 3년

(2009년-2011년)은 본 연구에 사용된 회귀분석모델들의

회귀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훈련기간(training period)이

며, 2012년은 훈련기간에서 도출된 회귀분석모델들의

성능평가 기간(evaluation period)으로 선정하였다. 2012

년도의 관측자료를 훈련기간에 도출된 회귀분석모델

들에 입력하여 추정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2012

년도에 실제 지점 관측 장비로 측정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비교하여 성능평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세가지 회귀분석모델들은 Section 3에서 상세히 설명

되어 있다.

2) Data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로는OMI 센서로 관측된 대

류권 이산화질소 칼럼농도, AIRS (Atmospheric Infrared

Sounder) 센서로 관측된 행성경계층 높이, 온도, 압력과

지점 측정 장비로 측정된 지표면 이산화질소 혼합비, 지

표면 온도, 지표면 압력, 지표면 이슬점 온도, 지표면 풍

속, 지표면 풍향이 있다. 자료의 세부적인 정보는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1) OMI (Ozone Monitoring Instrument) data

본 연구에는OMI로 측정된 대류권 이산화질소 칼럼

농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산화질

소 칼럼농도 자료는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Goddard Earth Sciences Data and

Information Services Center (http://disc.sci.gsfc.nasa.gov

/Aura/data-holdings/OMI)에서 제공하는 OMI Level3

Estimation of surface nitrogen dioxide mixing ratio in Seoul using the OMI satelli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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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tellite & In situ data

Data Time

Satellite

NO2 Tropospheric
Column density

OMI Level3 NO2

Daily data (OMNO2d) 13:45

boundary layer height,
layer temperature, layer pressure

AIRS/Aqua L3 Daily Support Product
(AIRS+AMSU) V006 (AIRX3SPD) 13:30

In situ surface NO2 mixing ratio, surface temperature, surface pressure,
surface dew point temperature, surface wind speed, surface wind direction

13:00 and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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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Daily data (OMNO2d)로부터 획득하였다. OMI는

nadir-viewing UV-visible (270-500 nm) spectrometer로 2004

년 7월에 발사된 Aura 위성에 탑재되어 있다(Levelt et al.,

2006). Aura 위성은 극궤도 위성으로 관측시간은 지역시

간으로 13:45이다. OMI의 분광해상도는 약 0.5 nm이며

공간해상도는 약 13 km × 24 km이다. 고품질의NO2 자

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름이 제거된(Cloud Fraction

< 30 %) 자료(Level-3 OMI NO2Cloud-Screened Total and

Tropospheric Column NO2 (V003))를 사용하였다.

(2) AIRS (Atmospheric Infrared Sounder) data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성경계층 높이, 온도, 압력 자

료는NASA Goddard Earth Sciences Data and Information

Services Center (http://disc.sci.gsfc.nasa.gov/uui/datasets/

AIRX3SPD_V006/summary?keywords=%22AIRS%22)의

AIRS/Aqua L3 Daily Support Product (AIRS+AMSU) 1

degree x 1 degree V006 (AIRX3SPD.00)로 부터 획득하였

다. AIRS와 AMSU (Advanced Microwave Sounding Unit)

은 2002년 5월에 발사된 Aqua위성에 탑재된 Sounding

suite이다(Aumann et al., 2003; Chahine et al., 2006). Aqua

위성은 극궤도 위성으로 관측시간은 지역시간으로

13:30이고 공간해상도는 40 km이다.

(3) In situ NO2 data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점 측정 장비로 측정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 자료는 에어코리아(Air Korea)에서

취득하였다 (http://www.airkorea.or.kr/last_amb_hour_

data). 이산화질소 지상관측자료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성자료와의 시

간을 맞추기 위하여 13시와 14시 자료를 평균한 값을 사

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위성관측자료가 한 픽셀내

의 넓은 지역에서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이산화질소 평

균값을 반영하며 지점 관측 자료는 위성자료에 비해 좁

은 범위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두 자료

의 관측 범위에서 오는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지점 측

정자료를 이산화질소 농도 분포에 따라서 나누어서 진

행하였다(ORDÓNEZ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 자료 중 이산화질소 주요 배출원인

도로에 가깝게 위치한 지점 관측소에서 획득된 자료는

배제하였다. 또한 지상측정자료와 OMI 자료의 공간적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OMI 위성의 한 격자 내에

서 지상 자료가 한곳에 집중되어있지 않고 고르게 분포

되도록 각 지역별로 최소 2 km 이상 떨어진 지점 관측

소를 3개 이상 선택하고 관측자료를 평균하여 사용하

였다. 경북 의성 지역의 경우 지점 관측소가 OMI 격자

내에 1개만 위치하기 때문에 1개의 지점 관측 자료만 사

용하였다.

(4) In situ meteorological data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상기상관측 자료의 경우 기상

청에서 제공하는 AWS (Automatic Weather System)로 측

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http://sts.kma.go.kr/jsp/home/

contents/statistics/newStatisticsSearch.do?menu=SFC&M

NU=MNU). 본 연구에는 지표면 온도, 지표면 압력, 지

표면 이슬점 온도, 지표면 풍향, 지표면 풍속 자료를 사

용하였다. 지상기상관측 자료의 경우 1시간 마다 관측

되기 때문에 13시와 14시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세가지 회귀모델로 OMI 이산화질소

칼럼농도를 이용하여 이산화질소 지표 혼합비를 산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회귀모델은 Table 2에 요약 되

어있다.

1) M1

Table 2에서 M1은 Section 2.1에서 설명한 훈련기간

동안(2009-2011년) OMI 센서로 측정된 대류권 이산화

질소 칼럼농도([NO2 VCD]OMI)와 지점관측소에서 측정

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Surface NO2 VMR]in situ)로

부터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회귀계수를 사용

하여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추정한다. Fig. 1(a) &

(b)는 서서울, 동서울에서의 훈련기간 동안 13:45에서의

OMI 대류권 이산화질소 칼럼농도와 지점 측정 지표 이

산화질소 혼합비와 사이의 선형회귀분석 결과이다.

Fig. 1(c) & (d)는 같은 기간 13:45에서의 OMI 대류권 이

산화질소 칼럼농도 값들의 월 평균값과 지점 측정값들

의 월평균 값들 사이의 선형회귀분석 결과이다. Fig.

1(a) & (b)에서 두 값 사이에서의 결정계수(R2)는 서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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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서울에서 각각 0.38과 0.36으로 나타났다. 기울기

(slope)는 0.66과 0.77으로 나타났다. Fig. 1(c) & (d)에서

두 값 사이의 R2는 서서울과 동서울에서 각각 0.37, 0.42

이며 기울기는 서서울과 동서울에서 각각 0.60, 0.81로

나타났다.

2) M2

대류권에서는 대부분의 이산화질소가 행성경계층

내에 분포하기 때문에, OMI 대류권 이산화질소 칼럼농

도를 행성경계층의 높이와 온도 및 압력정보가 존재한

다면 이상기체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행성경계층 내

의 이산화질소 혼합비로 변환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

으로OMI 센서로 관측된 이산화질소 칼럼농도와 AIRS

로부터 측정된 행성경계층 높이, 온도, 압력 자료를 이

용하여 행성경계층 내에 존재하는 이산화질소의 혼합

비([BLH NO2 VMR]OMI)를 계산 할 수 있다. 행성경계층

내에서 이산화질소 농도는 균질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행성경계층 높이를 보정해서 지점 관측값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산화질소 칼럼농

도를 행성경계층 내의 혼합비로 변환하였다. Table 2의

M2는 [BLH NO2 VMR]OMI와 지점 관측소에서 측정된

지표 혼합비 사이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회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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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the three models used to estimate surface NO2 mixing ratio in this study

Model Equation
M1 Monthly & Daily [Surface NO2 VMR]in situ = a* [NO2 VCD]OMI + b
M2 Monthly & Daily [Surface NO2 VMR]in situ = a** [BLH NO2 VMR]OMI + b

M3M Monthly
Sect. 3, Table 4 Multiple regression equation

M3D Daily

Notes: *NO2 tropospheric vertical column density obtained from OMI.

**[BLH NO2 VMR]OMI =

***gas constant = 8.314472 m3 pa k_1 mol_1

****Boundary layer mean temperature (K) obtained from AIRS.
*****Avogadro constant = 6.022 × 1023 mol_1

******Boundary layer height (m) obtained from AIRS.
*******Boundary layer mean pressure (pa) obtained from AIRS.

[NO2 VCD]OMI × ***gas constant R × ****AIRS Temp × 1013

*****Avogadro constant NA_1 × ******BLH_1 × *******AIRS Press_1

Fig. 1. Scatter plots of (a)&(b) daily (13:45LT) and (c)&(d) monthly OMI NO2 and in
situ NO2 for the training period between 2009 an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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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 추정에 이용한다. Fig.

2(a) & (b)는 연구지역에서의 훈련기간 동안 13:45에서

의 행성경계층 내의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지점 측정 지

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사이의 선형회귀분석 결과이

다. Fig. 2(c) & (d)는 같은 기간 동안 13:45에서의 행성경

계층 내의 이산화질소 혼합비 값들의 월평균 값과 같은

시간의 지점 측정값들의 월평균 값들 사이의 선형회귀

분석 결과이다. Fig. 2(a) & (b)에서 서서울과 동서울에서

의 R2는 각각 0.33, 0.26이고 기울기는 1.35, 1.36이다. Fig.

2(c) & (d)에서 R2는 서서울에서 0.33, 동서울에서 0.29으

로 나타났으며 기울기는 각각 1.21과 1.25로 나타났다.

행성경계층 내의 이산화질소 혼합비로 변환한 결과가

이산화질소 칼럼농도로 직접 비교한 결과보다 낮은 결

정계수 값을 보였다. 이는 AIRS의 관측 범위가OMI 관

측범위보다 넓어서 서울지역을 2개 지역으로 나누는

OMI 자료와는 다르게 AIRS 자료는 서울지역을 하나의

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3) M3

Table 2에서M3M, M3D는 이산화질소 지표혼합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통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산출하는 방법

이다. M3M은 월평균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추정 하는 회귀모델이고M3D는 13:45에서 지표 이산화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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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atter plots of (a)&(b) daily (13:45LT) and (c)&(d) monthly BLH NO2 and in situ NO2 for
the training period between 2009 and 2011.

Table 3. Summary of p-value and VIF of candidates for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M3M and M3D

Candidates for
independent variables p-value VIF

M3M

NO2 VCD 0.002388 1.84
*Temp 0.040889 24.96

**Dewpoint 0.000991 34.36
***Press 0.015320 6.29
****BLH 0.801324 2.53
*****WS 0.005310 2.41

******WD(south) 0.002145 1.54
******WD(west) 0.040474 1.60

M3D

NO2 VCD <0.00001 1.15
*Temp 0.429396 7.31

**Dewpoint 0.404858 1.23
***Press 0.569386 3.10
****BLH 0.000042 1.03
*****WS <0.00001 1.29
******WD <0.00001 1.15

Notes: *Surface temperature
**Surface dew point temperature
***Surface pressure
****Boundary layer height
*****Surface wind speed
******Surface win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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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비를 추정하는 회귀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Xue and Yin, 2014)에서 제시된 대류권 미량기체의

칼럼농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온도,

이슬점 온도, 기압, 풍향, 풍속을 포함하는 기상인자들

을 독립변수 후보로 사용하였다. Table 3는M3M, M3D

에서 최종 채택된 변수들의 각 변수 별 유의확률(p-

value)과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분

석결과를 보여준다. 분산팽창계수는 1보다는 커야 하

고, 10보다 작아야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

문에, 분산팽창계수가 1이상 10미만인 경우와 유의확

률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은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독립변수 후보를 다중회귀분석 식의 독립변수로 채택

하였으며, 최종 도출된 M3M과 M3D의 식은 Table 4에

있다. M3M과M3D의 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월평균

과 일에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 추정에 사용되는 독립

변수 후보군에서 유의확률과 분산팽창계수를 통해 최

종적으로 채택된 변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 M3M과

M3D는 서서울과 동서울 지역별에서 회귀식을 도출하

여 지표면 혼합비 추정에 이용한M1, M2방법과 다르게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한 개의 다중회귀식으로 다양

한 지역의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연구 지역별로 다중회귀식을 도출하지 않고 한 개의 다

중회귀식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4) Remote area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 이산화질소가 발생하는 서울

에 비하여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이산화질

소가 저 농도로 존재하는 교외지역인 경북 의성에서도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추정하였다. Fig. 3은 경북의

성에서의 훈련기간 동안의 월평균OMI 이산화질도 칼

럼농도와 지상 측정값과의 회귀분석결과이다. R2가

0.12로 두 값 사이의 상관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경북 의성 지역은 서울지역과 달리 OMI 격자

범위 내에 포함되는 지점 측정 관측소가 1개이기 때문

에 넓은 지역을 관측하는 위성의 공간적 범위를 잘 고

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는 훈련기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해서 결정된

회귀계수가 반영된M1, M2, M3M, M3D의 식을 보여준

다. 다음 Section 4에서는 Table 4에서 결정된 회귀모델

들에 검증연도 (2012년)에서 자료를 입력하여 지표 이

산화질소 혼합비를 추정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4. 결 과

1) Monthly & daily variations

Fig. 4는 Table 4의 월평균 회귀모델들로 추정된 2012

년도 월평균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지점 측정된 월

평균 값들의 시계열 변화를 보여준다. Table 4의M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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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atter plots of monthly mean NO2 VCDOMI and NO2
VMRin situ.

Table 4. M1, M2, M3M and M3D equations used for surface NO2 mixing ratio estimation in this study

West Seoul R2 East Seoul R2

Monthly
mean

M1 Surface NO2 VMR = 0.60 × [NO2 VCD]OMI + 16.38 0.37 Surface NO2 VMR = 0.81 × [NO2 VCD]OMI + 12.29 0.42 
M2 Surface NO2 VMR = 1.21 × [BLH NO2 VMR]OMI + 19.10 0.33 Surface NO2 VMR = 1.25 × [BLH NO2 VMR]OMI + 18.34 0.29

M3M Surface NO2 VMR = 0.386859 × OMI_VCD + 0.517381 × Temp _ 0.980054 × Dewpoint _ 0.469409 × 
Press _ 4.180692 × WS + 13.378262 × WD(south) + 4.948193 × WD(west) + 498.776169 0.57

Daily
(13:45LT)

M1 Surface NO2 VMR = 0.66 × [NO2 VCD]OMI + 15.65 0.38 Surface NO2 VMR = 0.77 × [NO2 VCD]OMI + 12.91 0.36
M2 Surface NO2 VMR = 1.35 × [BLH NO2 VMR]OMI + 18.55 0.33 Surface NO2 VMR = 1.36 × [BLH NO2 VMR]OMI + 17.79 0.26

M3D Surface NO2 VMR = 0.593798 × OMI_VCD _ 0.004184 × BLH _ 2.758908 × WS + 2.506173 × WD + 22.967147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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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 월평균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는OMI 이산화

질소 칼럼농도의 월 평균 자료를 M1에 입력하여 산출

하였다. Table 4의M2에는OMI 이산화질소 칼럼농도를

AIRS로 측정된 행성경계층 높이, 온도, 압력자료를 이

용하여 계산된 행성경계층 내의 이산화질소 월평균 혼

합비 자료를 입력하여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산출

하였다. Table 4의M3M에는OMI 이산화질소 칼럼농도,

온도, 이슬점 온도, 압력, 풍향, 풍속 자료들을 월 평균하

여 입력하여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산출하였다.

Fig. 4에서 추정된 월평균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가

지점 측정값의 월 변화 추세를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서서울 지역에서는 세가지 회귀모델

로 추정된 월평균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지점 측정

값이 동서울 지역보다 더 좋은 일치를 보여준다. 반면

에 동서울에서 추정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지점

측정값과 약간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Section 2.2 의 In

situ NO2 data에 설명하였듯이, 도로와 같은 이산화질소

배출원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점 측정 자료를 본 연

구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서울에서 이러한 결

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선택된 지점 측정 자료가 서서울

에 비해서 이산화질소 배출원 지역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넓은 영역을 관측하는 위성과 지점 측정값의 관계

가 반영된 회귀모델들(M1, M2, M3M)이 배출원 근처에

서의 이산화질소의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Fig. 5는 Table 4의 13:45에서의 회귀모델들을 통하여

2012년 13:45에서 추정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지

점 측정값들의 시계열 변화를 보여준다. Table 4의M1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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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series of monthly mean surface NO2 mixing ratios estimated by M1, M2, and M3M, and
measured by in situ measurements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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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출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는OMI 위성 관측시

간인 13:45에서 측정된OMI 이산화질소 칼럼농도 자료

를M1에 입력하여 산출하였다. Table 4의M2에OMI 이

산화질소 칼럼농도를 AIRS로 관측된 행성경계층 높이,

온도, 압력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행성경계층 내의 혼

합비 자료를 입력하여 13:45에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

비를 산출하였다. Table 4의M3D에는OMI 이산화질소

칼럼농도, 행성경계층 높이, 풍향, 풍속 자료들을 입력

하여 13:45에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산출하였다.

Fig. 5의 붉은색 선은 지점 관측소에서 측정된 지표

이산화질소의 혼합비를 나타내며, 녹색, 분홍색, 파란색

은 각각 Table 4의Daily M1, M2, M3D으로 추정된 13:45

에서의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나타낸다. Fig. 5에서

지점 관측소에서 측정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가 증

가하고, 감소하는 추세를 추정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

비가 비교적 잘 따라가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M1,

M2로 추정된 값은M3D로 추정된 값에 비하여 지점 측

정값과 크기 차이가 나는 것을 보였다. Table 4의 Daily

M1, M2, M3D로 추정된 13:45에서의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는Monthly mean M1, M2, M3M로 추정된 월평균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에 비하여 실제 지점 관측 자료

로 측정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의 변화를 잘 따라가

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Evaluation of the NO2 mixing ratio estimates

본 연구에서는 회귀모델들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6는 Table

4의 월평균M1, M2, M3M로 추정된 월평균 지표 이산화

Estimation of surface nitrogen dioxide mixing ratio in Seoul using the OMI satelli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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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 series of daily surface NO2mixing ratios estimated by M1, M2, and M3D and measured
by in situ NO2 measurements in 2012.

03김대원(135~147)ok.qxp_원격탐사  2017. 5. 2.  오후 5:38  페이지 143



질소 혼합비와 지점 측정된 월평균 지표 이산화질소 혼

합비 사이의 통계분석결과이다.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의 경우, M3M으로 추정된 지표 이산화질

소 혼합비가 지점 측정값과 동서울과 서서울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기울기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보

였다. Mean bias의 경우 전체적으로 음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추정된 값이 지점 측정값에 비해 과소추정 되는 것

을 보여준다. 특히M3M이M1, M2보다 더 과소추정 하

는 경향을 보였다. 세 모델로 추정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지점 측정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 사이의

MAE (Mean Absolute Error)는 3.78-5.80 ppbv, RMSE

(Root Mean Square Error)는 4.28-6.91 ppbv, percent

difference는 15.40-25.92%로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세 모델 모두 월평균 이산화질소 추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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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atistical analysis summary of between monthly estimated surface NO2 mixing ratio and in situ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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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Fig. 7은Table 4의 13:45에서의M1, M2, M3D로추정된

일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지점 측정된 일 지표 이산

화질소 혼합비 사이의 통계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상관

계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M2로 추

정된 값과 지점 측정값과의 상관계수가 M1, M3D보다

작게 나타났다. 기울기의 경우 월평균 추정값의 통계분

석결과와 유사하게 M3D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Mean bias도 월평균 추정값의 동일하게 세가지 방법 모

두가 음의 값으로 지점 측정값에 비해 과소추정 되는 것

을 보였다. 세가지 모델 중에서M3D 모델이 다른 두 모

델로 추정된 13:45에서 일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지

점 측정된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사이의 MAE =

7.27, 8.66 ppbv, RMSE = 9.87, 10.39 ppbv, percent difference

Estimation of surface nitrogen dioxide mixing ratio in Seoul using the OMI satelli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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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atistical analysis summary of between daily (13:45LT) estimated surface NO2 mixing ratio and in situ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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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6, 39.83% 값으로 13:45에서 일 지표 이산화질소 혼

합비 추정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OMI 센서로 관측된 이산화질소 대류

권 칼럼농도를 활용하여 세가지 회귀분석방법으로 대

한민국 서울지역에서 13:45에서의 월 평균, 일 지표 이

산화질소 혼합비를 처음으로 추정하였다. 13:45에서 월

평균 및 일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 추정값이 지점 관

측소에서 측정한 값의 시간 변화 추세를 잘 반영하는 경

향을 보였다.

월평균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 추정한 값과 지점 관

측소에서 측정된 월평균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의

통계분석결과M3M 방법으로 추정된 월평균 지표 이산

화질소 혼합비가 좋은 상관성 (서서울: R = 0.81, 동서울:

R = 0.72)을 보였다. 또한 M1, M2, M3M으로 추정된 월

평균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지점 측정된 월평균 지

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의 여러 가지의 통계적 분석결

과M3M 방법이M1, M2 방법보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

여주었다. 또한M1, M2, M3M 방법으로 산출된 값이 지

점 측정에 비하여 과소추정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3:45에서 일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M1, M2,

M3D 방법으로 추정한 값과 지점 관측소에서 측정된 일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의 통계적 분석결과M3D 방법

으로 추정된 일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가 지점 측정된

일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성

(서서울: R = 0.52, 동서울: R = 0.57)을 보여주었다. 일 지

표 이산화질소 혼합비 또한 지점 측정값에 비해 과소추

정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

가지 회귀분석모델 중에 여러 가지 기상변수를 적용한

다중회귀분석 방법인 M3M, M3D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OMI 이산화질소 대류권 칼럼농도를

활용하여 월 평균과 일 지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처음

으로 추정함을 통하여 위성자료를 통하여 지표 이산화

질소 혼합비 산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위성자

료와 지점 측정 자료와의 이산화질소 측정의 공간적인

범위에 차이에서 오는 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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