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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he dust/smoke detection algorithm was developed with a multi-spectral
satellite remote sensing method using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Level
1B (L1B) data and the results were validated as RGB composite images of red(R; band 1), green(G; band
4), blue(B; band 3) channels using MODIS L1B data and Cloud-Aerosol Lidar with Orthogonal
Polarization Satellite Observations (CALIPSO) Vertical Feature Mask (VFM) product. In the daytime on
March 30, 2007 and April 27, 2012, the consistencies between the dust/smoke detected by this algorithm
and verification data were approximately 56.4 %, 72.0 %, respectively. During the nighttime, the similar
consistency was 40.5 % on April 27, 2012. Although these results were analyzed for limited cases due to
the spatiotemporal matching for the MODIS and CALIPSO satellites, they could be used to utilize the
aerosol detection of geostationary satellites for the next generations in Korea through further research.
Key Words : aerosol detection, dust, smoke, vertical feature mask(VFM)

요약 : 이 연구에서는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Level 1.0B 자료와 다

중채널 원격 탐사방법을 이용하여 황사(dust)/연무(smoke)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결과 검증을 위하여

MODIS RGB 합성영상과 Cloud-Aerosol Lidar with Orthogonal Polarization Satellite Observations

(CALIPSO)위성의 VFM(Vertical Feature Mask)자료가 사용되었다. 2007년 3월 30일과 2012년 4월 27일

의 주간 사례에 대한 이 연구의 황사/연무 탐지 결과는 검증자료와 약 56.4 %, 72.0 % 일치하였으며 야간의

경우는 2012년 04월 27일 사례에 대하여 약 40.5 %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MODIS와 CALIPSO

위성의 시·공간 일치 한계 때문에 제한적 사례에 대하여 검증되었으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차

세대 정지궤도 기상위성의 에어로졸 탐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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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동아시아(중국, 러시아 등)에서 발생되는 황사

(dust)와 연무(smoke) 등의 에어로졸이 빈번하게 한반도

로 유입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

고 이러한 에어로졸은 태양의 복사강제력을 변화시켜

직·간접적으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IPCC

2013). 그리고 시정 악화로 인한 항공기 결항에 따른 경

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공기 청정도에 예민한 반도체 제

품의 불량률이 증가되며 공기 청정 필터 교체 주기 감소

등의산업적피해가발생되고있다(Hong, 2004). Hanigan

et al. (2008)에 의하면 연무와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 수가 밀접한 연관성을 보고하였고 Lee and Lee

(2011)의 연구에서 황사가 호흡기 질환 발생에 중요 인

자로 작용하여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이와 같은 황사/연무 등은 시·공간 변화가 크고 이

들의 관측은 지상과 항공 및 인공위성 등으로 분리되고

이들 중 지상관측과 항공관측은 각각 공간 해상도와 값

비싼 운용비용 제한을 받는 반면 인공위성관측은 시·

공간 해상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에어로졸 탐지의 필수

도구로 인식되고 있고 이 연구의 핵심자료로 사용된다.

즉 동아시아지역 황사/연무의 주·야간 연속적인 이동

경로 추적을 위하여 인공위성관측이 절실하고 인공위

성에 탑재되는 센서의 파장은 자외선(Ultraiolet rays,

UV), 가시광선(Visible light, VIS) 그리고 적외선(Infrared

rays, IR)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자외선을 이용할 경우 육상에서 흡수성 에어로졸인

연무 탐지가 가능하나 고도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야간

에는 적용되지 못한다(Hsu et al., 1996; Herman et al., 1997;

Jeong and Li, 2005). 가시광선의 경우는 Kaufaman et al.

(1997)이 0.47μm과 0.66μm에서의반사도비를이용하여

육지 연무를 탐지하였으나 이 방법은 식생과 토양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될 수 있었다. 그리고 Hsu et al.(2004)은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와 SeaWIFS (Sea-viewing Wide Field of view Sensor) 및 GLI

(Global Imager) 자료 중 식생 반응도가 낮은 0.4~0.5 μm

및 0.6~0.7 μm의 가시광선 파장대를 이용하여 사막 지역

에서 황사/연무를 탐지하였다. 적외선의 경우는 Shenk

and Curran(1974)의 연구에서 두 적외선 파장의 밝기온도

차(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TD)를 이용하여

사하라 사막의 황사를 처음 탐지하였고 Prata(1989)는 동

일한 방법으로 AVHRR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을 이용하여 에어로졸과 구름을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적외선 이용 방법은 야간에도 적용할 수 있으

나 지표 방출률과 황사 등의 에어로졸 고도 및 권운

(Cirrus) 때문에오탐지될수있고(Wald et al., 1998) 이러한

단점 보완을 위하여 Hong et al.(2010)과 Park et al. (2012)은

MTSAT-1R과 MODIS 자료에 대한 황사지수를 개발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사 발원지 부근에서는 여전히 오

탐지 되고 있다.

그러나 Hansell et al.(2007)의 연구에서 MODIS센서의

적외 채널들을 조합한 D* 지수를 개발하여 중동·아프

리카 지역에 대한 주·야간 밝은 지표면 위의 황사를

탐지하였고 Zhao et al.(2010)에 의하면 주간의 타클라마

칸사막 황사와 멕시코부근의 연무 사례에 대하여

MODIS센서의 다중 선형채널들을 이용하여 탐지하였

으나 기존의 방법과 경계값을 아시아 지역에 적용할 경

우 옅은 황사를 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Zhao, 20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시광선부터 적외

선까지의 채널을 사용하고 에어로졸 특성에 따른 경계

값들을 새롭게 설정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야간 황

사 및 주간 연무 탐지 알고리즘 완성하여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이 연구에서 에어로졸 탐지를 위하여 사용된 MODIS

센서와 Cloud-Aerosol Lidar and Infrared Pathfinder Satellite

Observation (CALIPSO)위성의 Cloud-Aerosol Lidar with

Orthogonal Polarization (CALIOP) Lidar센서에 대한 정

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 연구지역은 동아시아 지역(27~55 ˚N, 60~145 ˚E)

으로서 중국과 몽골 그리고 한반도가 핵심이고 MODIS

의 Level 1B자료(MOD21KM/MYD21KM)와 MOD03/

MYD03자료(위·경도, 태양천정각, 위성천정각, 태양

방위각, 위성방위각 및 육·해상 마스크)가 사용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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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36개의 채널들 중 7개 채널(0.47 μm, 0.64 μm, 2.1 μm,

3.7 μm, 8.6 μm, 11 μm, 12 μm)의 복사휘도(Radiance)를

반사도(Reflectance)와 밝기온도(Brightness Temperature)

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한 에어로졸 탐지 결과의 검증

자료 및 방법으로서 MODIS센서의 RGB영상(Red: 0.66

μm, Green: 0.55 μm, Blue: 0.47 μm)에 의한 관능법으로

1차 검증을 수행하였다. 즉 RGB영상은 일반적으로 위

성자료의 이미지 분석에 사용되고 채널별 특징에 따라

색을 합성할 경우 각 채널에 나타나지 않았던 특징을 찾

는 방법이며 이러한 RGB영상을 통하여 구름(흰색)과

황사(황토색) 및 연무(회색)를 구분할 수 있다. 2차 검증

을 위하여 CALIPSO위성의 CALIOP 센서에서 산출되

는 Level 2 VFM (Vertical Feature Mask)자료의 Feature

Classification Flags와 비교 분석하였다(Vaughan et al.,

2009). VFM자료는 CALIPSO위성에서 후방 산란 값을

이용하여 각 층에 대한 특징(예, 구름과 에어로졸의 구

분 및 타입)을 구분할 수 있으며 약 5 km의 공간해상도

를 갖는 연직 분포 자료이다. 또한 이 자료는 16 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1~3 비트와 10~12 비트에는 각각의

화소 특징 구분과 연무와 황사를 포함한 8개의 에어로

졸 종류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Table 2) 연무와 황사

유형에 대해서 검증을 수행하였다(Vaughan et al., 2009).

그러나 VFM자료는 MODIS센서에 비하여 관측 폭에

한계가 있어 검증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발생되기 때문

에 이 연구에서는 CALIPSO위성의 일부 관측 영역에

대해서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2) 연구 방법

(1) 구름 탐지

이 연구에서 개발된 황사/연무 탐지 알고리즘은 에

어로졸 탐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름 또는 눈/얼음이 존

재하지 않는 청천(Clear sky)화소에 대해서 수행되기 때

문에 에어로졸 탐지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구름과 눈/

Dust/smoke detection by multi-spectral satellite data over land of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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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of MODIS (Terra/Aqua satellite) and
CALIOP (CALIPSO satellite)

Specifications MODIS CALIOP
Swath width 2330 km nadir-pointing

Altitude 705 km 705 km

Local time 10:30 A.M./
01:30 P.M

10:30 A.M./
01:30 P.M

Period 98.8 minutes 98.5 minutes

Wavelength 400~1440 nm 532 nm(polarization),
1064 nm

Resolution 0.25~1 km (spatial) 30~60 m (vertical)
333~1667 m (horizontal)

            

B   
      

  
 
 
  
 
 
    

 
      

   
   
       
          
       
    
 

Table 2. Feature classification and Aerosol type flag definition (Vaughan et al., 2009)

Bits Field Description Bit Interpretation

1-3 Feature Type

0: invalid (bad or missing data)
1: clear air
2: cloud
3: aerosol
4: stratospheric feature
5: surface
6: subsurface
7: no signal (totally attenuated)

10-12

Feature Sub-type

If feature type = aerosol

0: not determined
1: clean marine (seasalt)
2: dust (desrt dust))
3: polluted continental (background aerosol with urban pollution)
4: clean continental (background aerosol: aulfates, nitrates, organic carbon, and ammonium)
5: polluted dust (externally mixed dust and smoke)
6: smoke (biomass burning smoke)
7: other



얼음 화소를 제거하였다. 즉 구름은 0.47 μm의 반사도

와 11 μm의 밝기온도 및 Martins et al.(2002)의 3×3화소

에 대한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TD)의 경계값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육상 위 구름에서

11 μm의 밝기온도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특성과 파장이

짧아질수록 지면 반사도가 낮아지는 특성 때문에 청색

채널인 0.47 μm 파장대에서 지표면에 비해 대기 신호가

뚜렷한 이점이 있다. 따라서 대기 중에 구름이 존재할

경우 0.47 μm에서의 반사도가 큰 값을 가지고 구름의

광학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큰 값을 갖는다. 그러나 구

름 가장자리와 같이 구름 광학두께가 작을 경우 구름 반

사도와 주변 공기 분자나 에어로졸의 다중산란 효과 까

지 포함될 경우 위성관측에 의한 화소 자료 분석이 매

우 복잡하여 황사/연무 오탐지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

에 Martins et al.(2002)은 구름 공간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MODIS 자료 3×3 화소의 표준편차가 0.0025이상일 경

우 구름으로 판별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구름탐지를 위

한 경계값으로서 동아시아에 고농도 에어로졸이 빈번

이 발생하는 봄철(3월~5월)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눈/얼음화소는식 (1)을통해계산된NDSI (Normalized

Difference Snow/Ice Index)와 0.86 μm및 0.555 μm의 반사

도 그리고 11 μm의 밝기온도 값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Hsu et al., 2013). 이러한 방법은 눈에서의 알베도가 근적

외선채널의 파장대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눈과

얼음 표면을 다른 유형의 육지와 분류할 수 있다는 특성

을 기반으로 NDSI값을 사용하였으며 눈/얼음으로 오염

된픽셀을최적으로산출하기위해서 0.86μm와 0.555μm

의 반사도 및 11 μm의 밝기온도 값을 함께 사용하였다.

                           
NDSI =

                            
(1)

Fig. 1은 이 연구에서 수행된 구름탐지 결과로서 (a)는

2015년 3월 15일 0400UTC의 RGB 합성 영상이고 (b)는

구름 탐지 결과로서 붉은 색은 구름 탐지 화소로서

RGB 합성영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구름 대부분이 제거

된 결과를 알 수 있다.

(2) 주·야간 에어로졸 탐지 알고리즘

이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황사 및 연무 탐지 알고리

즘은 가시광선부터 적외선까지의 채널을 이용하여 기

존의 선행연구들에서의 장·단점을 보완하였으며 동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경계값을 경험적으로 재설정

였다. 특히, 본 알고리즘은 황사의 경우 주간과 야간 모

두 탐지 가능하고 연무는 주간에만 탐지되며 이들 황사

와 연무의 강도 판별이 가능하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Fig. 2의 흐름도에서와 같이 위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

하여 눈/얼음과 구름을 제거한 후 지표면 반사도 ρs(λ)를
추정하여 에어로졸 반사도 ρ(λ)를 산출한다. 이 때 에어

로졸 반사도는 Kaufman et al.(1997)의 방법으로 지표면

반사도 제거와 이론적인 계산을 통한 파장별 Rayleigh산

란 값을 제거하여 산출하였다. 주간 알고리즘에서 사용

되는 채널은 가시광선의 0.47 μm와 0.66 μm 그리고 적

외선의 8.6 μm와 11 μm 및 12 μm이며 핵심 변수는 에어

로졸 반사도(ρ = 0.47 μm)와 반사도 비율(R) 및 지수(D*)

이다.

반사도 비율(R)의 기본 원리로서 대기 중에 연무가

존재할 경우 0.47 μm의 반사도[ ρ(0.47 μm)]가 강한 신호

ρ0.55
_ ρ2.1

ρ0.55 + ρ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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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Red, green, and blue image obtained from MODIS measurements and (b) the result of developed cloud detection
using MODIS L1B data.



를 발생하나 황사는 0.47 μm에서 강하게 흡수되어 오히

려 0.47 μm에서의 값이 작으며 0.66 μm에서는 거의 흡

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기 중에 황사가 있을 경우 아

래의 식 (2)에서 분자항인 ρ(0.47 μm)의 값은 낮아지고

분모항인 0.66 μm의 반사도 [ ρ(0.66 μm)]의 값은 ρ(0.47
μm)에 비해 값이 크기 때문에 R 값이 작아지는 반면 연

무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된다 (Chu et al., 2002; Hsu et al.,

2004). 이 방법은 황사에 대한 신호가 상당히 지배적이

기 때문에 황사 탐지를 위한 효과적 방법이고 기존 연

구에서는 R < 1.2인 경우 황사로 분류하고 있다(Zhao et

al., 2010).

                               R =                                 (2)

또한 Hansell et al.(2007)이 개발한 지수는 적외 채널만

을 이용한 황사 지수로서 주간과 야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음의 식 (3)과 같이 BTD11-12와

BTD8.6-11의 비로 정의된다.

 D* = exp[(BTD11 _ 12) _ α] / [(BTD8.6 _ 11)] _ β  (3)

여기서 식(3)의 와 는 -0.5와 15.0이고 각각 BTD11-12

와 BTD8.6-11값에 대한 열적 상수이다. 이는 규산염광

물에서 0.86 μm가 11 μm보다 더 강하게 흡수되고 구름

과 황사에 따라 BTD11-12값은 황사의 구성성분과 지표

면의 특성 및 수증기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된다. 그리

고 각각의 두 적외 채널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시채널에 비하여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D* 지수와 같

이 두 BTD의 비를 지수화하여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서

황사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상층운

(cirrus)과 황사에 대하여 모의한 결과로서 중동아프리

카 지역에 대한 D*의 경계값이 황사는 1.0 이상 그리고

상층운은 1.0 미만의 값을 갖는 것으로 특징되었다

(Hansell et al., 2007). 그러나 BTD값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적용할 시 적합한 경계값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Ha et al., 2006).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2007년부터 2015년 봄철(3~5월) 황사 사례들에 대

하여 경험적으로 새로운 경계값을 설정하였다.

또한 연무의 경우 광학 두께가 증가할수록 ρ(0.47 μm)

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짙은 연무의 경우 ρ(0.47 μm) >

0.55로 옅은 연무의 경우 0.02 < ρ(0.47 μm) ≤ 0.05로 분

류하였다. 그리고 황사가 특히 많은 경우 ρ(0.47 μm)의

값이 작아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짙은 경우는 ρ(0.47 μm)

< 0.1 또한 옅은 경우는 0.02 < ρ(0.47 μm) ≤ 0.2로 분류

하였다. Hansell et al.(2007)은 모델을 통해 황사의 광학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D* 지수의 값도 커지는 것으

로 분석하여 옅은 황사는 0.96 < D* < 1.05 그리고 짙은

ρ0.47 μm

ρ0.66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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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flowchart of the daytime smoke/dust aerosol detection algorithm developed in this study.



황사는 D* > 1.05로 설정하였다.

한편 야간에는 가시채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

무에 대한 탐지를 수행할 수 없어 오직 황사 에어로졸

에 대한 탐지만 수행하였다. 야간 황사 탐지 알고리즘

은 주간과 마찬가지로 눈/얼음 및 구름의 화소가 제거

되나 야간에는 반사도값이 존재하지 않아 NDSI값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야간의 눈/얼음 구분을 위하여

첫 번째 날 주간(1st day)과 다음날 주간(2nd day)의 눈/

얼음 화소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 검증자

료는 야간 RGB영상 획득 불가능함에 따라 야간사례의

전/후 1일의 주간 RGB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1

차 검증을 수행하고 CALIPSO자료를 이용하여 추가 검

증을 수행하였다.

3. 결 과

1) 주간 사례

Fig. 3은 이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

무와 황사 탐지한 결과로서 (a)와 (c)는 MODIS RGB 합

성영상이고 (b)와 (d)는 알고리즘 수행 결과이다. 즉 (a)

와 (b)는 CASE 1 (2007년 3월 30일 0555UTC)에 중국에

서 발생한 황사와 연무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이고 (c)와

(d)는 CASE 2 (2012년 4월 27일 0515UTC)의 황사사례이

다. Fig. 3의 (b)와 (d)의 이 연구 결과에서 노란색과 갈색

은 각각 옅은 황사와 짙은 황사, 분홍색과 빨강색은 옅

은 연무와 짙은 연무, 주황색은 혼합된 에어로졸 그리

고 (b)와 (d)의 녹색 계열 선은 CALIPSO위성 이동경로

에 대한 직하점이다.

Fig. 3 (a)~(b)의 CASE 1 MODIS RGB 합성영상에서

몽골부근의 황사와 중국 화중지역의 연무가 존재하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이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을 적용한 결과(b)와 같이 황사와 연무를 잘 탐지하였

다. Fig. 3 (c)~(d)의 CASE 2는 내몽골과 산둥반도로부터

수송되어 오는 황사 사례이고 RGB합성 영상(c)과 알고

리즘 결과(d)에서도 황사를 정확하게 탐지하였으나 북

만주 쪽에 탐지된 연무는 구름 가장자리에 의한 오탐지

로 판단되었다.

Fig. 4는 CASE 1과 CASE 2에 대한 VFM자료를 고도

별로 나타낸 것으로서 황사와 연무를 갈색과 빨강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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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ODIS RGB color composite images (left line), retrieved aerosol detection results (right line) with selected
aerosol type(dust and smoke) at 0555UTC, 30 March 2007(a, b) and 0515UTC and 27 April 2012(c, d),
respectively.



로 나타내었다. 즉 CASE 1과 CASE 2 각각의 사례에 대

하여 이 알고리즘 결과에 따른 황사와 연무가 존재하는

위·경도와 VFM의 황사와 연무 탐지 위·경도가 비교

적 잘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산출된 에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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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sut(brown) and smoke(red) vertical distribution for aerosol type in CALIPSO Vertical Feature Mask(VFM) on March
30, 2007 and April 27, 2012, respectively.

Figure. 5. Comparison of detected dust pixels(orange) using nighttime aerosol detection algorithm with dust(brown) in
CALIPSO VFM on April 27, 2012, 1850UTC. The MODIS RGB color images (a, c) and results of daytime
aerosol algorithm on April 27, 2012, 0515UTC and April 28, 2012, 0420UTC, respectively. (e) the result of
nighttime aerosol algorithm developed in this study. (f) Dust and smoke vertical distribution on the part of
CALIPSO track collocated with aerosol algorithm.



졸 탐지 결과와 가장 가까운 VFM자료의 화소를 일치시

킨 후 1:1비교를 한 결과 이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

은 CASE 1과 CASE 2에 대하여 약 56.4 %과 72.0 %로 일

치하였다. CASE 2에서 다소 낮은 일치율을 보이는 이

유로는 VFM자료에서 황사를 잘 탐지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에서 탐지된 연무에 대해서는 존

재하지 않았다. 이는 구름 가장자리에 대한 오차를 고

려하여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무로 탐지된 화소

가 주로 공간 규모가 작은 구름 또는 구름 가장자리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한 오탐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야간 사례

야간 알고리즘은 2012년 4월 27일 1850UTC의 사례

에 대하여 결과 분석하였고 주간의 보조 자료로써 4월

27일 0515UTC와 4월 28일 0420UTC의 자료가 사용되

었다. 즉 야간 사례의 경우 전후 1일에 대한 주간의

MODIS RGB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검증 수행 후

VFM자료를 의한 2차 검증을 수행하였다. Fig.5의 (a)와

(c)는 주간의 MODIS RGB 합성영상이고 (b)와 (d)는 주

간 에어로졸 알고리즘 결과이다. 즉 이 그림에서와 같

이 (a)와 (c)의 RGB 합성영상에 존재하는 황사를 (b)와

(d)의 이 연구 알고리즘에서 정확하게 탐지하였다. 그리

고 (e)와 (f)는 2012년 4월 27일 1850UTC인 야간에 적용

한 사례의 알고리즘 결과와 VFM자료 에어로졸 연직분

포를 각각 나타낸 것으로서 (e)에 탐지된 야간 황사와 (f)

의 황사는 각각 주황색과 갈색으로 표현하였으며 주간

사례와 마찬가지로 CALIPSO위성의 이동경로는 (e)에

녹색으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로서 중국의 화북과 화중

지역과 몽골지역 그리고 위·경도 31~42 ˚N, 110~113

˚E 부근에 황사가 탐지되었고 MODIS 화소에 가장 가

까운 VFM 화소를 일치시켜 1:1비교 한 결과 이 연구 개

발된 알고리즘이 약 40.5 % 일치하였다.

4. 결론 및 요약

이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황사/연무

탐지를 위하여 MODIS 센서의 다중채널을 활용하여 주

간과 야간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

결과는 1차적으로 주간 RGB 합성영상을 통해 산출된

황사/연무를 확인하였으나 야간의 경우는 RGB 합성영

상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례 당일 아침과 다음날 오

전의RGB 합성영상을이용하였다. 2차적으로CALIPSO

위성의VFM 자료를이용하여MODIS와 1:1비교하여일

치율을 분석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MODIS 위성과

CALIPSO 위성 간의 시·공간 일치 문제 때문에 분석

사례가 제한되었다.

주간 알고리즘 결과로서 두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7

년 03월 30일의 경우는 RGB 합성영상에서 몽골부근의

황사와 화중지방의 연무를 잘 탐지하였고 VFM 자료와

비교하여 약 56.38 % 일치하였다. 그리고 2012년 04월

27일 사례는 RGB 합성영상에서 내몽골과 산둥반도 지

역의 황사를 역시 잘 탐지하였고 VFM과 약 71.96 %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나 북만주 쪽에서 탐지되는

연무는 구름 가장자리에 의한 오탐지로 판단되었다. 야

간 알고리즘 결과로서는 2012년 04월 27일 사례를 분석

한 결과 27일과 28일에 걸쳐 황사가 남동진하는 것을 주

간의 MODIS RGB영상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CALIPSO

위성의 VFM 자료와 비교하여 약 40.5 %의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MODIS와 CALIPSO VFM의 시공간

일치 문제 때문에 이 연구 결과와 CALIPSO VFM의 황

사/연무 탐지 일치율이 높지 않으나 미국 GOES-R 위

성의 ABI (Advanced Baseline Imager)의 경우 CALIPSO

VFM과의 일치율이 약 80 %에 근접하는 것으로 발표되

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례에 대하여 CALIPSO VFM과

의 시공간 일치 연구를 통하여 황사/연무 탐지 일치율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극궤도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다중채널 관

측을 통해 주간과 야간의 에어로졸을 탐지하는 초기 연

구이나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고농도의 황사에 집중된

반면 이 연구는 동아시아지역에서 발생되어 수송되어

오는 황사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연무를 구

분하고 주간과 야간 모두 탐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

미가 있다. 또한 이 연구 알고리즘은 차세대 후속위성

의 육상 에어로졸 탐지 알고리즘 기초 연구로서 향후 황

사와 연무가 혼합된 다양한 사례 검증 및 시·공간 분

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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