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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ccurate radiative transfer model simulation is essential for an accurate ozone profile
retrieval using optimal estimation from backscattered ultraviolet (BUV) measurement. The input
parameters of the radiative transfer model are the main factors that determine the model accuracy. In
particular, meteorological parameters such as temperature and surface pressure have a direct effect on
simulating radiation spectrum as a component for calculating ozone absorption cross section and Rayleigh
scattering. Hence, a sensitivity of UV ozone profile retrievals to these parameters has been investigated
using radiative transfer model. The surface pressure shows an average error within 100 hPa in the daily /
monthly climatological data based on the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model, and the calculated ozone
retrieval error is less than 0.2 DU for each layer. On the other hand, the temperature shows an error of 1-
7K depending on the observation station and altitude for the same daily / monthly climatological data,
and the calculated ozone retrieval error is about 4 DU for each layer. These results can help to understand
the obtained vertical ozone information from satellite. In addition, they are expected to be used effectively
in selecting the meteorological input data and establishing the system design direction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algorithm to satellite operation.
Key Words : Ozone, Ozone Profile, Sensitivity Test, Temperature, Surface Pressure

요약 : 자외선 관측 자료로부터 최적 추정법을 이용해 오존 프로파일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복사모델을 이용

한 정확한 복사모의가 매우 중요하다. 복사모델 입력 변수는 복사 모의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온도와 지면 기압과 같은 기상 입력 변수는 각각 오존 흡수 계수와 레일리 산란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어 복

사 스펙트럼 모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복사전달 모델을 이용하여 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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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존은 인체에 유해한 기체로써 대류권의 오존은 대

기질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생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광화학 스모그를 발생시켜 인명 피해를 유발한다(Wang

et al., 2009). 반면 성층권의 오존은 지표 오존과는 달리

지구로 입사되는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여 생태계를 보

호하고생명을유지시킨다(Hofmann andMontzka, 2009).

또한 오존은 온실기체로써 대기 복사 수지를 변화시키

며, 수산화 라디칼(hydroxyl radical, OH)의 전구 물질로

써 대기의 산화력을 조절하는 등(Forster et al., 2007), 지

구 대기에 있어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처럼 지구 환경 유지에 필수적인 오존량의 변화는 인간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존에 대한 관측

과 감시는 과거부터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Komhyr et

al., 1995; Kivi et al., 2003; Thompson et al., 2004; Tarasick et

al., 2010; Labow et al., 2013). 특히, 인공위성은 시공간적

으로 균질한 관측이 가능하여 오존 관측에 매우 효과적

으로 활용되어 왔다. 오존은 오존 흡수선이 존재하는 자

외선,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 영역에서 관측된 복사 스

펙트럼의 분광 분석을 통해 산출되는데, 자외선 영역은

특히 오존의 흡수선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포름 알데하이드 등의 흡수선이 밀집되어 있

어 대기 오염기체 관측에 활용도가 높다. 이와 같은 이

유로 대기 오염 감시를 위한 환경 관측위성에는 자외선

관측 채널을 포함하는 센서들이 주로 탑재되고 있다

(McPeters et al., 1998; Burrows et al., 1999; Bovensmann et

al., 1999; Callies et al., 2000; Levelt et al., 2006).

자외선 관측 센서는 지구 대기 및 지표면으로부터 후

방 산란된 자외선 스펙트럼을 관측하며, 이 때 관측되

는 신호에는 오존을 포함한 미량기체의 흡수, 공기 입

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 및 라만 산란, 구름 및 에어로졸

입자의 미(Mie) 산란, 지표면 반사에 의한 복사전달 효

과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자외선 관측 신호로부

터 대기정보를 복원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역변환

방법(inverse method)인 최적 추정(optimal estimation) 방

법은 복사전달 모델을 통해 계산된 복사값을 관측된 복

사값과 비교하여 최적의 연직 오존 정보를 산출한다

(van Oss et al., 2002; Liu et al., 2005, 2010). 최적 추정 방법

을 이용한 오존 프로파일 산출에서 관측 스펙트럼의 복

사검정과 복사모의 정확도는 산출물의 정확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데(Bhartia et al., 1996; Chance et al.,

1997; Liu et al., 2010), 정확한 복사모의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모델 입력 변수의 정확도를 최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적 추정 방법은 반복적인 복사모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산출 결과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복사 모델 입력 변수들에 대한 영향 평가는 필

수적이다. 대기의 흡수 및 산란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지

면고도 및 지면 반사도 등의 지면 정보와 연직 온도 및

압력, 구름 등의 기상 정보 뿐만 아니라 에어로졸을 포

함하는 다양한 기체 정보가 입력 자료로써 요구되며 이

들은 직 간접적으로 연직 오존 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Liu et al., 2007; van Diedenhoven et al., 2008; Liu et al.,

2013; Bai et al., 2014; Choi et al., 2015). 이러한 다양한 인

자들 중 실시간의 복사 전달 계산을 수행하는 오존 프

로파일 산출 알고리즘에서는 고품질의 자료 확보가 가

능하고 자외선의 흡수와 산란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인

자가 중요시된다. 에어로졸과 구름의 경우 정확한 모의

를 하기 위해서는 입자의 종류 및 크기 분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실시간 자료 처리 시스템에서는 이

에 대한 정확한 입력 자료의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계산 시간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면 반사도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자료의 중요도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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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기압에 대한 자외선 오존 프로파일 산출 민감도 검사가 수행되었다. 지면 기압은 기상 수치 예보모델 기반

의 일 자료와 월 기후 자료에서 100 hPa 미만의 평균 오차를 보였으며, 해당 오차에 대해 계산된 오존 산출 오차

는 각 층에 대해 약 0.2 DU 미만이다. 한편, 온도는 일 자료와 월 기후 자료에 대해서 지점과 고도에 따라 1~7K의

오차를 보였으며, 이에 대해 계산된 오존 산출 오차는 층별로 약 4 DU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들은 위성 관

측 값으로부터 산출된 연직 오존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의 현업화 과정에서 기상

입력 자료의 선택 및 시스템 설계 방향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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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기 온도와 지면 기압과 같은 기상 정보는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인자인 동시에 수치 모델에서 꽤

나 정확한 모의가 가능하여 예보장, 분석장, 기후값 등

상대적으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선택의 폭이

넓다. 알고리즘의 현업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자료의 정

확도 뿐만 아니라 계산 속도 및 자료 획득 절차 등 고려

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최적의 입력 자료를 선택

함에 있어서 대기 온도와 지면 압력과 같은 기상 입력

정보의 정확도가 오존 프로파일 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대기 온도와 지면 기압은 각각 오존 흡수와 레일리

산란 계산에 필요한 값으로써, 자외선 파장 영역에서 오

존의 흡수량은 오존 수밀도와 오존의 흡수 단면적

(absorption cross section)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존의 흡

수 단면적은 온도에 대한 1차항과 2차항을 포함하는 함

수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오존의 복사 흡수량이 달라

지게 되며, 자외선 파장 영역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레일리 산란은 대기 투과 길이와 파장의 함수로써 지면

기압은 자외선의 대기 투과 길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성

분이다. 특히 Huggins band에서는 오존 흡수 단면적의

온도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상대적

으로 레일리 산란의 영향을 적게 받아 광선이 지표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와 지면 기압 정보는 대류권

오존 산출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Bhartia et al., 1996;

Chance et al., 1997; Bak et al., 2013). van Oss et al.(2002)은

OMI오존 프로파일 알고리즘에서 5K의 온도 오차가 층

별로 1.5% 미만의 시스템 오차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혔

고, 같은 방법으로 Liu et al.(2005, 2010)은 모든 층에 대한

3K의 온도 오차가 대류권 각 층에 약 10%의 오차를 유

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Bai et al.(2014)은 지

면 기압의 차이가 오존의 가중함수(Weighting function)

차이를 유발하며 오존 전량 및 오존 프로파일 산출 결

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은 기

존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계산된 오차 정보만을 제시

하고 있으며, 실제 어떠한 성분과 조건에 의해서 산출

오차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OMI스펙트럼 영역에 대해 모의된

복사값과 최적 추정 방법의 오차 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오존 프로파일 산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

상 입력 변수인 온도 및 지면 기압에 대한 자외선 오존

프로파일 산출 민감도 검사를 수행하는데 있다. 첫 번

째로 기상 입력자료의 오차를 정량화하기 위해 스미소

니안 천체물리 관측소의 오존 프로파일 산출 알고리즘

(Liu et al., 2010)에서 이용된 바 있는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CEP) Final(FN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기상 자료의 오차를 오존 존데 관측 자

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관측 기하

조건 하에서 온도 및 지면 기압에 대한 복사 민감도 검

사를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앞서 분석한 기상 입력 자

료의 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오존 프로파일 정보의 산출

오차를 직접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1) 복사 전달 모델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 스펙트럼을 모의하기 위해

LInearized Discrete Ordinate Radiative Transfer Model

(LIDORT) 복사 전달모델을 이용하였다(Spurr, 2006).

이 모델은 자외선 스펙트럼을 모의하는데 강점이 있는

복사 모델로써, van Oss et al.(2002)와 Liu et al.(2005)에서

각각 OMI와 GOME의 관측 스펙트럼을 모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편광 효과 모의가 가능한 벡터 버전인

VLIDORT의 경우에는 Liu et al.(2010)과Valks et al.(2008)

에서 각각OMI와GOME-2의 복사량 모의에 사용된 바

있다. LIDORT는 대기의 어떤 깊이와 방향에서도 자유

롭게 복사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자외선과 가시광선은

물론, 적외선 파장 영역까지 모의가 가능하다. 또한 선형

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단 한번의 실행만으로써 복사량

과 대기 성분의 가중함수를 동시에 계산하며 직사광의

감쇠는 곡면 대기로, 모든 산란광은 평면 대기로 계산하

는 준 구면 대기 접근법(pseudo-spherical approximation)

을 이용한다. LIDORT는 3개의 광학 입력변수를 통해

복사량을 계산하는데 광학 두께(optical depth, Δ)와 단

일 산란 알베도(single scattering albedo, ω), 그리고 전체

산란에 대한 위상 함수(phase function)을 규정하는 모멘

텀 l에 대한 Greek 행렬 Bl이 이에 해당한다. 오존의 흡

수와 레일리 산란만이 고려된 대기에서, 파장 λ에 대한

기상 입력장 오차에 대한 자외선 오존 프로파일 산출 알고리즘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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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리 산란과 오존의 흡수 단면적을 σλ
Ray와 σλ

O3, p층에

서 공기 밀도와 오존량을 Dp와 Up로 각각 정의하면,

LIDORT 광학 입력변수는 식(1)~식(3)과 같이 정의된

다(Spurr, 2006).

                      Δp = σλ
Ray · Dp + σλ

O3 · Up                    식(1)

                               ωp =                              식(2)

                         Bl,p =                        식(3)

복사모의 실험에는 Brion et al.(1993)의 오존 흡수 단

면적 자료와 NCEP FNL 기상 입력 자료(https://rda.

ucar.edu/datasets/ds083.2/)가 이용되었고, 순수하게 온

도와 지면 압력 오차가 오존 프로파일 산출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해 구름 및 에어로졸을 제외하고 실험

을 수행하였다. 또한 복사 전달 계산에 있어서 충분한

계산 속도를 보장하면서 정확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스트림(stream) 개수는 8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에 사용된 모델 세부 설정 내용은 Table 1과 같으며, 이

렇게 설계된 복사모델을 통해 2004년부터 오존 관측자

료를 산출하고 있는 OMI 관측 사양에 맞추어 복사 스

펙트럼을모의하였다. 이를위해 270~330 nm의오존흡

수 파장영역에 대해서 0.01 nm파장간격으로 조밀하게

계산된 복사 스펙트럼에OMI기기 반응 함수(Gaussian,

0.45 nm반치폭)로 합성곱(convolution)을 적용하였으며,

약 0.42 nm의 OMI의 파장 간격으로 내삽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산출 민감도 계산

기상 입력 변수에 대한 오존 산출 민감도 분석을 위해

최적 추정법의 오차 분석 기법이 사용되었다(Rodgers,

2000). 실제 대기 상태벡터 x에 대한 산출벡터 x̂의 오차

는 식(4)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x̂ – x = (A – I)(x – xa ) + Gy Kb (b – b̂) + 
Gy Δf + Gy ε                                        식(4)

              Gy =  = (KT Sy
-1 K + Sa

-1)-1 KT Sy
-1            식(5)

식(4)에서 우항의 첫번째 항은 위성 관측의 수직분해

능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smoothing error 항으로써 이

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Averaging kernel(A = GK)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Averaging kernel은 관측정보에 대한

산출값의 민감도 정보를 제공하며, 1에 가까울수록 산

출 과정에 있어서 관측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a priori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Rodgers, 2000). 우항의 나머지 항들은 복사값 오차에

기인한 산출 오차 항들로써 각각 모델 입력 변수 오차,

복사모델 오차, 기기관측 오차에 기인한 산출 오차를 나

타낸다. 여기서 b와 b̂은 복사 입력 변수의 참값과 모델

입력값을 나타내며, Kb는 입력 변수 b에 대한 복사 민감

도, Δf는 실제 물리과정에 대한 복사모델 오차, ε는 관측

오차값을 의미한다. 식(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오차

성분들에 대한 상태벡터 x의 산출 오차는 복사값에 대

한 산출 민감도를 의미하는 기여함수(Contribution

function, Gy)를 복사값 오차에 곱하여 얻을 수 있으며,

여기서 기여함수는 피팅 변수들의 a priori 오차 공분산

(Sa)과 가중함수(K), 그리고 관측 오차 공분산(Sy)으로부

터 식(5)와 같이 계산된다.

오존 프로파일 산출의 경우 기상 입력 변수는 식(4)

에서 복사모델 입력 변수인 b에 해당하며, b의 오차와

복사 민감도를 안다면, 기여 함수를 이용하여 연쇄 법칙

에 의해 다음과 같이 오존 산출 오차를 추정할 수 있다.

                      ΔO3 =  ·  · Δxb                   식(6)

위 식에서 Δxb와 ΔO3는 각각 모델 입력 변수의 오차

와 이로 인한 오존 산출 오차를 의미하며, (∂Y/∂xb)는 모

델 입력 변수값 변화에 대한 복사량의 변화, 즉 가중함

수를 나타낸다. 지면 압력 및 오존의 가중함수는 복사

전달 모델에서 유한 차분법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Spurr, 2006), 온도의 가중함수는 오존의 가중함수로부

터 추정 가능하다(Bhartia et al., 2002). 또한 (∂xO3̂ /∂Y )는

σλ
Ray Dp

Δp

σλ
Ray Dp · Bl,Ray

σλ
Ray Dp

∂x

∂Y

∂xO3̂

∂Y

∂Y
∂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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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figuration of LIDORT

Wavelength range 270-330 nm
Wavelength interval 0.01 nm

# of stoke 1 ( scalar mode )
# of stream 8
# of albedo 3

Cloud / Aerosol Closed

O3 Cross section Brion-Daumont-Malicet (BDM) data
(Brion et al., 1993)

Meterological data NCEP Final (FN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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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오존에대한기여함수로써식(5)에제시한Gy와같다.

본 실험에서는 기여함수 Gy를 구성하기 위하여 오존 산

출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오존과 지표 반사도를 피

팅 변수로 설정하였고, 오차 공분산 값으로는 중위도 지

역에 해당하는 a priori오차 공분산과OMI관측 오차 공

분산을 각각 사용하였다.

3. 기상 입력 변수 오차

온도와 지면 기압 정보는 직접 및 원격 관측을 통해

다양하게 수집되고 있지만 관측 자료의 시공간적인 한

계로 인하여 실시간 관측값만을 이용한 자료 처리 시스

템의 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업의 오

존 프로파일 산출 알고리즘은 NCEP 또는 European

Centre forMedium-RangeWeather Forecasts(ECMWF) 등

의 기상 수치 모델 자료를 주로 사용하게 되며, 위성 자

료 처리 시스템의 운용 상황에 따라 예측자료, 재분석

자료 그리고 기후값 등이 활용되고 있다(Liu et al., 2005,

2010; van Peet et al., 2014). 이러한 수치 모델 자료가 갖

는 불확실성은 오존 산출 정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며, 산출 결과 분석에 앞서 기상 입력 자료가 가질 수

있는 오차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대표

적인 수치모델 자료인NCEP FNL자료를 통해 오존 산

출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기상 입력 변수인 온도와 지면

기압값에 대한 수치 모델 자료의 오차 분석을 수행하

였다. FNL 자료는 NCEP에서 현업에 사용하는 기상

수치예보 모델의 최종 분석장 자료로써 해당 시간의

관측자료를 최대한 포함하여 예보를 수행한 결과를 제

공한다. 시간 분해능에 따른 자료의 품질 저하를 정량

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6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는 1°×1°

공간분해능의 NCEP FNL 자료를 일별로 가중평균하

여 구축한 일 자료와, 10년간의 월별 자료 분석을 통해

구축한 월 기후 자료를 각각 존데 관측 자료를 이용하

여 평가하였다. 시공간 해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존

데 관측자료와 수치 예보자료는 관측자료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간과 공간의 모델자료로 시공간 일치시

켰고, 2004~2008년의 기간 동안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위도에 위치하면서 안정적인 관측 자료를 제공한 9개

의 관측 지점을 선택하여 오차의 평균 및 표준편차 분

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는 9개 지점의 위치 정보 및

오차 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Fig. 1은 위도별로 대표적인

3개 지점을 선택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연직 온

도의 경우 대체로 일 자료보다 월 기후 자료에서 큰 오

차를 나타내며, 고위도 지점으로 갈수록 월 자료의 오

차 변동폭이 눈에 띄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

위도인 HILO 지점에서는 일 자료와 월 기후자료 모두

지표면 근처에서 존데 관측자료와 2K 이내의 오차를

보였으나 상층으로 갈수록 음의 편이가 점차 커져 두 자

료 모두 존데 관측자료와 약 4.5K까지 차이가 났다. 한

편 중위도인 POHANG 지점에서는 전 고도에 걸쳐 일

자료는 약 2K 전후의 오차를 보인 반면 월 기후자료는

3~5K의 오차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고위도에 해당하

는 SODANKYLA 지점에서는 상층을 제외하고 2K 이

기상 입력장 오차에 대한 자외선 오존 프로파일 산출 알고리즘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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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sonde and FNL temperature profile
(dashed: FNL daily profile, solid: FNL monthly climate profile) from 2004 to 2008: (a) HILO; (b)
POHANG; (c) SODANK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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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오차를 보인 일 자료에 비해 월 기후자료는 5K내

외의 상당히 큰 오차를 나타냈다. 이처럼 고위도 지역

으로 갈수록 월 기후자료의 오차 범위가 커지는 것은 연

간 태양 입사 에너지가 크게 변하지 않는 저위도 지역

에 비해 고위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입사되는 에너지량

의 변화가 크고 이로 인해 온도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

문이다. 지면 기압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존데 관측값

에 대한 일 자료와 월 기후자료의 오차를 각각 분석했

을 때, WALLOPS ISLAND의 0.92±1.67 hPa부터HILO

의 83.12±56.71까지 지점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고,

대체로 일 자료보다 월 자료의 오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그 편차가 온도의 경우처럼 뚜렷하지 않았다(Table 2).

또한 온도와는 다르게 위도에 따른 오차 특성이 거의 나

타나지 않았고, 지역적인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면 기압이 연직 온도에 비해 지표 특성에 의

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에 기인한다. 1°×1°의 넓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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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sonde and FNL data from 2004 to 2008 (The number in the bracket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sonde and FNL data)

Station Longitude Latitude
Altitude (km) Surface

Pressure
(hPa)1.40 6.34 10.79 15.40 20.09 24.53 29.10

NAIROBI 36.80 -1.27

FNL
daily

0.86
(2.11)

-0.36
(0.64)

-1.03
(0.65)

-0.65
(1.20)

-2.80
(1.72)

-3.27
(1.68)

-3.02
(1.87)

13.95
(14.54)

FNL
monthly

0.92
(1.69)

-0.95
(0.85)

-1.63
(1.02)

-1.47
(1.65)

-2.22
(2.87)

-3.68
(2.70)

-3.87
(2.20)

14.22
(14.79)

ASCENSION
ISLAND -14.42 -7.98

FNL
daily

-1.22
(0.79)

-0.15
(0.59)

-0.59
(1.84)

-1.01
(5.78)

-5.01
(18.31)

-2.66
(5.62) – 6.55

(3.11)
FNL

monthly
-1.53
(0.83)

-0.60
(0.86)

-1.04
(1.95)

-1.80
(5.92)

-4.90
(18.21)

-3.37
(5.41) – 6.01

(3.26)

HILO -155.04 19.43

FNL
daily

0.60
(0.89)

0.18
(1.11)

-0.34
(1.05)

-0.93
(1.31)

-1.46
(1.34)

-2.08
(1.33)

-2.32
(1.94)

-83.12
(56.71)

FNL
monthly

0.09
(1.23)

-0.14
(2.06)

-0.64
(1.85)

-1.58
(2.20)

-2.07
(1.70)

-2.41
(1.70)

-2.84
(1.83)

-81.87
(56.66)

POHANG 129.23 36.02

FNL
daily

-0.08
(1.40)

0.21
(0.66)

0.13
(0.84)

-0.08
(1.03)

-0.43
(1.14)

-0.75
(1.13)

-0.88
(1.62)

-9.72
(10.16)

FNL
monthly

-1.01
(3.58)

-0.31
(2.78)

0.06
(3.07)

-0.78
(2.83)

-0.84
(2.36)

-0.84
(2.14)

-0.96
(2.62)

-10.90
(11.15)

WALLOPS
ISLAND -75.47 37.93

FNL
daily

1.52
(2.44)

0.14
(0.77)

0.33
(0.89)

-0.21
(1.11)

-0.75
(0.87)

-1.02
(0.96)

-0.84
(1.40)

0.92
(1.67)

FNL
monthly

1.05
(4.03)

-0.42
(3.51)

0.16
(3.25)

-0.53
(3.37)

-1.20
(2.34)

-1.09
(2.57)

-1.20
(3.64)

-0.27
(7.63)

HOHENPEISS
ENBERG 11.02 47.80

FNL
daily

0.72
(1.96)

0.41
(1.34)

0.41
(1.67)

0.04
(1.20)

0.05
(0.99)

0.063
(1.21)

-0.19
(1.84)

41.21
(15.21)

FNL
monthly

0.05
(5.30)

-0.14
(4.09)

0.41
(3.25)

-0.01
(3.23)

-0.07
(2.78)

-0.02
(3.30)

-0.18
(4.62)

38.80
(17.13)

MARAMBIO -56.72 -64.23

FNL
daily

0.94
(2.50)

0.37
(1.21)

-0.02
(1.55)

0.24
(1.26)

-0.39
(1.27)

-0.78
(1.43)

0.19
(2.25)

17.37
(12.06)

FNL
monthly

-0.42
(5.71)

-0.52
(3.52)

-1.04
(4.59)

-1.66
(5.51)

-1.14
(5.35)

-0.19
(4.65)

0.28
(5.19)

14.72
(16.20)

SODANKYLA 26.65 67.39

FNL
daily

0.52
(1.35)

0.26
(0.73)

0.37
(0.90)

-0.15
(0.65)

-0.27
(0.66)

-0.59
(0.91)

-1.42
(1.90)

-5.00
(4.00)

FNL
monthly

0.15
(4.73)

-0.11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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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해상도를 갖는 수치모델 자료는 해당 관측 지점뿐만

아니라 주변 지형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게 되며 이로 인

해 관측 지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따

른다. 더욱이 지면 기압은 온도에 비해 수치의 변동폭

이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도에 따른 오차 특성보다

지역적인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온도와 지면압력에 대한 오존 산출

민감도 분석

온도와 지면압력에 대한 연직 오존 산출 오차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식(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의 파라

미터에 대한 복사 민감도(∂Y/∂xb)가 요구된다. 여기서,

복사 민감도는 해당 입력 변수가 관측 스펙트럼 영역에

서 갖는 광학적 특성을 대표하는 값으로써, 산출 오차

분석에 앞서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중위도

의 구름이 없는 맑은 날, 온도와 지면 기압의 복사 민감

도를 살펴보면 Fig. 2와 같다.

온도의 경우 300 nm미만의 짧은 파장들은 30 km이

상의 높은 고도에서 민감도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300

nm이상의 긴 파장들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최대 오

존층에 해당하는 20~30 km고도에서 대부분 높은 복사

민감도를 보이고 있다. 지표 근처에서는 300 nm이상의

파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민감도가 나타나지만, 이는

해당 파장이 최대 오존층에서 나타내는 민감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300 nm보다 짧은 파장은 레일리 산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층에서 대부분의 산란이 이

루어져 최대 오존층보다도 상층의 민감도가 높게 나타

나며, 이보다 파장이 긴 경우에는 광선이 최대 오존층

기상 입력장 오차에 대한 자외선 오존 프로파일 산출 알고리즘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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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Ozone absorption cross section for each temperature. (b) Changes in ozone absorption
cross section for temperature difference.

Fig. 2.  Weighting functions (WFs) of (a) temperature profile and (b) surface pressure for a geometric
condition of mid latitude (solar zenith angle: 65.00, viewing zenith angle: 2.00, azimuth angle:
82.00, albedo: 0.01). The dashed line in (a) represents the ozone vertic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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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나 하층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지표 근처까지 민감

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온도의 복사 민감도는 해

당 파장 영역에서 오존의 흡수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연

직 오존 분포와 관련이 깊으며, 이로 인해 오존에 의한

흡수가 가장 많은 최대 오존층에서 가장 큰 민감도를 나

타낸다. 정량적으로 봤을 때 온도에 대한 복사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파장은 310~315 nm인데, 이는 파장

에 따른 오존의 흡수계수의 변화와 연관 지을 수 있다.

Fig. 3의 파장에 따른 오존 흡수 단면적 변화를 살펴보면,

파장이 길어질수록 오존의 흡수 효율은 떨어지는 반면,

온도에 대한 민감도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310~315 nm보다 파장이 짧은 경우에는 오존 흡수계수

의 온도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이보다 파장이 더 긴 경

우에는 오존의 자외선 흡수량이 낮아 상대적으로 온도

에 대한 민감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

면 기압의 경우에는 레일리 산란이 강하게 일어나는

300 nm이하의 파장은 지면에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

에 300 nm이상에서만 민감도가 나타나며, 300 nm부터

민감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약 315 nm를 전후해서는

오존의 자외선 흡수 효율이 줄어듦에 따라 상승폭이 점

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온도와 지면압력에 대한 오존 산출 민감도(∂xO3̂/∂xb)

는 앞서 살펴본 복사 민감도에 기여 함수를 곱하여 구

해지며, Fig. 4는 이렇게 구한 각각의 오존 산출 민감도

를 나타낸다. Fig. 4(a)에서 온도에 대한 오존 산출량 변

화를 온도 변동 고도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의 프로파일

로써 나타내었으며, 각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고도를 사

각형 심볼로써 표현하였다. 온도 변화에 대한 오존 산출

량의 변화는 30 km 이하의 고도에서 대부분 나타나며,

오존 산출 민감도는 최대 오존층이 존재하는 20~30 km

고도에서부터 고도가 낮은 방향으로 음의 변화와 양의

변화가 번갈아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주로 최대 오

존층의 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나타나며, 40

km 이상의 온도 오차는 오존 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거

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온도에 대

한 복사 민감도가 대부분 오존 수밀도가 가장 높은 최

대 오존층에 집중된 것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대

기 광학 두께를 결정하는 식(1)에서 오존 흡수항은 오존

흡수 계수와 오존 입자 수밀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오존 수밀도가 가장 많은 최대 오존층에서 온도의 복사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온도의 가중함수로부터

계산되는 오존 산출 오차 역시 최대 오존층의 온도 오

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

대 오존층에서 오존 산출값은 주로 음의 변화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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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nsitivity of ozone profile retrievals for unit (a) temperature profile and (b) surface pressure
errors. The altitudes given temperature error in (a) are represented by different colors and
the location of square symbols on the profiles. In each panel, solid and dashed lines represent
temperature and ozone profil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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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실험 설계 과정에서 온도 입력값 오차에 대

한 오존 산출량 변화를 분석하고자 복사량을 고정시킨

것에 기인한다. 온도 변화에 대해 레일리 산란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온도 증가로 인해 오존 흡수 단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오존의 복사 흡수 효율이 높아진 반면,

관측되는 복사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오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한편 지

면 기압의 경우에는 온도와는 반대되는 형태의 오존 산

출 민감도를 보였다(Fig. 4b). 온도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지면 기압이 증가할 경우, 이상기체 법칙에 의해 지면

근처의 기체입자 수밀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지면

온도가 감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정량적

으로 봤을 때, 지면 기압 오차에 대한 오존 산출량 변화

는 1 hPa당 0.002 DU미만으로써 앞서 3장에서 살펴본

50 hPa이내의 일반적인 수치 모델 오차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HILO지점과 같이 100 hPa이상

의 오차를 보이는 경우에는 층별로 0.2 DU이상의 차이

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존 프로파일 산출 과정에서 온도와 지면 기압에 대

한 복사 민감도는 온도와 오존 프로파일과 같은 연직 대

기 성분에 따라 변화하며, 동일한 연직 대기 성분에 대

해서도 관측 기하 조건 및 지표 반사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복사 민감도의 변화는 온도와 지면 기

압에 대한 오존 산출 민감도 변화를 야기하며, 위성 관

측의 경우 각 화소마다 관측 조건 및 대기 상태가 상이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오존 산출 민감도의 변화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g. 5는 태양 천정각, 위성 천정각,

방위각, 그리고 지표 반사도에 따른 온도와 지면 기압

의 오존 산출 민감도 변화를 나타낸다. 표현상의 한계

로 인하여 온도는 오존 산출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타

나는 최대 오존층을 선택하여, 해당 층의 온도 오차에

대한 오존 산출 민감도를 나타내었다. 온도의 경우 태

양 천정각이 커질수록 민감도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며,

60°~70°을 전후하여 급격하게 온도에 대한 오존 산출

민감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량적으로 보면 태

양 천정각이 낮을 경우 1K온도 변화에 대해 약 0.1 DU

기상 입력장 오차에 대한 자외선 오존 프로파일 산출 알고리즘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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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nsitivity of ozone profile retrieval for temperature error of ozone maximum layer (upper
panels), and surface pressure (bottom panels) in changing geometric conditions (left: solar
zenith angle, middle: azimuth angle, right: alb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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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태양 천정각이 높을 경우 0.2 DU까지 오존 산출값

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방위각에 따른 민감도 변화는

0.05 DU/K이내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성

고도각에 대한 오존 산출량의 변화는 본 논문에 포함하

지는 않았지만 구름과 에어로졸이 없는 균질한 대기를

가정했기 때문에 태양 고도각의 변화와 거의 유사한 경

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표 반사

도에 따른 민감도 변화를 살펴보면 반사도가 커질수록

온도 변화에 대한 오존 산출값 변화가 커지는 경향을 보

이며, 이는 지표 근처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광경로가 길어지고 지표 반사도가 커질수

록 오존의 가중함수가 커지고, 민감도는 증가한다는 선

행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Bai et al., 2014; Bak et al.,

2016). 지면 기압의 경우에는 상층 오존의 경우 태양 천

정각이 클 때 민감도가 높고, 하층 오존의 경우에는 태

양 천정각이 낮을 때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방위각

에 따른 민감도 변화는 지표 반사 특성으로 인해 온도

의 경우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고, 지표 반사도에 대해

서는 반사도가 커질수록 오존 산출에 지면 기압의 영향

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지면 기압에 대

한 오존 산출 민감도의 변화는 레일리 산란으로 인해 광

경로가 길어질 경우 하층에 도달하는 파장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상층 오존의 변화가 커지고, 반대의 경우 하

층에 도달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하층 오존의

변화가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반사도가 커질

경우에는 오존의 가중함수가 커짐에 따라 지표보다는

대기의 기여도가 확대되어(Bai et al., 2014) 지면의 영향

이 줄어드는 것으로 사료된다.

관측 기하 조건이 온도나 지면 기압에 대한 오존 산

출 민감도를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반면, 온도 프로파

일 또는 오존 프로파일은 오존 산출 민감도의 형태를 크

게 변화시킨다. Fig. 6은 동일한 오존량과 관측 기하 조

건에 대해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 해당하는 온도

프로파일(회색 실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온도에

대한 오존 산출 민감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온도가 낮은 대류권계면 부근에서 오존 산출 민감도는

양의 값을 나타내며 지표 근처에서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저위도 온도 프로

파일을 사용한 경우, 음의 민감도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

타났다. 온도에 대한 오존 산출 민감도는 온도의 복사

민감도를 바탕으로 계산됨에 따라 해당 고도의 오존량

과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대체로 오존의 양

이 많고 온도가 높은 최대 오존층 고도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보상 효과로써 주로 상대적으로 온

도가 낮은 대류권계면 고도에서 양의 값을 보였다.

실제 온도 자료 오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존 산

출 오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3장에서 살펴본 2004~

2008년 동안 HILO, POHANG, SODANKYLA 지점에

서 나타난 연직 온도 오차에 중위도의 온도 프로파일 및

오존 프로파일을 적용하여 오존 산출 오차를 계산하고,

고도별로 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Fig. 7).

연직 온도 입력값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오존 프로파일

산출 오차는 각 층별 온도 오차의 영향이 모두 누적되

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수치들보다 큰 규모의 오차가 나

타났다. 전체적으로 고도 25 km 이상에서는 지점별로

2~7K의 온도 오차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4, No.3, 2018

– 490 –

Fig. 6.  Same as Fig. 4a but for using the temperature profiles of (a) low, (b) mid, and (c) high la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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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오존 산출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반면, 약

6 km, 15 km, 20 km고도에서는 꽤나 큰 오존 산출 오차

가 나타나는데, 이는 Fig. 6b에서 살펴본 중위도 대기 연

직 조건에서 오존 산출 오차 크게 나타나는 고도와 일

치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음의 편이가 나타남에 따라

Fig. 6b와는 반대되는 형태로 연직 오차 프로파일이 나

타났다. 일 자료의 경우에는 세 지점에서 대부분 1 DU

내외의 오존 산출 오차를 나타냈지만, HILO에서는 온

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25 km 고도에서 다른 지점에

비해 큰 -2±1.3K의 온도 오차가 나타남에 따라 15 km

부근에서 최대 3 DU에 가까운 오존 산출 오차가 발생

하였다. 한편, 월 기후 자료의 경우 오존 산출 오차가 일

자료보다 대체로 큰 모습을 보이며, 최대 오존층에서 가

장 온도 오차가 컸던 SODANKYLA지점의 경우 4 DU

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오존 산출 오차가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POHANG과 HILO 지점을 비교해

볼 때 지표 근처에서 POHANG지점의 온도 오차가 훨

씬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존 산출 오차는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표 근처의 오존 산출

오차가 해당 층의 온도 오차보다도 최대 오존층의 온도

오차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 자료

와 월 기후자료 사이의 오존 산출 오차는 온도의 오차

특성과 마찬가지로 위도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고위도인 SODANKYLA 지점에서는 두 자

료 간에 최대 4 DU에 가까운 오차 변동폭 차이를 나타

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존 프로파일 산출에 필요한 기상 입

력 변수의 정확성이 오존 산출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을 다양한 복사모의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오존 프로파일 산출 알고리즘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치

모델 자료의 연직 온도와 지면 기압 오차를 평가하였고,

이러한 오차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존 산출 오차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면압력의 경우 0.92±1.67 hPa

부터 83.12±56.71까지 지점별로 상이한 수치모델 자료

오차를 보였으며, 층별로 최대 0.002 DU/hPa의 오존 산

출 민감도를 바탕으로 추정해 봤을 때, 대부분의 지점

에서 오존 산출 오차는 0.1 DU미만으로 크지 않았으나

HILO와 같은 일부 지점에서는 0.2 DU 이상으로 무시

할 수 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온도는 지점과

고도에 따라 일 자료에서 2.5K 내외, 월 자료에서 4.5K

내외의 오차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오존 산출 오차는

각각 3 DU과 4 DU이상까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온도에 대한 오존 산출 오차는 고농도의 오존이 존

재하는 20~30 km고도의 온도 오차에 가장 민감하게 반

응하였으며, 이로 인한 오존 산출 오차가 나타나는 고

도는 온도 프로파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온

도와 지면 기압에 대한 오존 산출 민감도는 관측 기하

조건 및 지표 반사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온

도의 경우 태양 천정각이 커질수록 오존 산출 민감도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 지면 반사도가 커질수록 온도에

대한 오존 산출 민감도가 커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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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rrors for ozone profile retrieval calculated from the profile errors of Fig. 1: (a) HILO;
(b) POHANG; (c) SODANK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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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지면 기압의 경우 광경로에 따른 레일리 산란량 차

이로 인해 태양 천정각과 방위각 대해서는 고도에 따라

오존 산출 민감도의 변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지

면 반사도가 커질수록 지면 기압이 오존 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반

사도가 커지거나 광경로가 길어져 위성 관측 신호에 대

기의 영향이 커질 경우 온도가 오존 산출에 미치는 민

감도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대의 경우 지면 기

압의 민감도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오존 프로파일 산출에 있어서 기상 입력 정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후

자료에 비해 낮은 오차를 갖는 일별 온도 자료의 경우

에도 층별로 2.5K내외의 오차를 포함하였으며, 이는 최

대 3 DU에 달하는 상당한 양의 오존 산출 오차를 발생

시켰다. 이와 같은 온도 자료의 오차는 자료 간의 시공

간일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하더

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오존 산출 결과를 분석

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여

겨진다. 특히 태양 천정각이 클 뿐만 아니라 a priori 오

차 공분산과 관측 오차 공분산이 극대화되는 고위도 지

역 또는 위성 천정각이 큰 지역의 오존 산출 오차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기상 입력자료가 필수적

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오

존 프로파일 정보의 획득을 위해서는 기상 입력 정보의

선택 및 활용에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하고

최적화된 기상 입력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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