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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ough the operations of advanced geostationary meteorological satellite such as Himawari8 and GK2A, higher resolution and frequency of AOD (Aerosol Optical Depth) data have become
availabl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imawari-8/AHI (Advanced Himawari Imager)
aerosol properties using the recent 4 years (2016~2019) of Sun photometer data observed at the five
st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myon island) which is a part of the AERONET (Aerosol Robotic
Network).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auses for the AOD differences between Himawari AOD and
Sun photometer AO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wo AOD data are very similar regardless of
geographic location, in particular, for the clear condition (cloud amount < 3). However, the quality of
Himawari AOD data is heavily degraded compared to that of the clear condition, in terms of bias (0.05 :
0.21), correlation (0.74 : 0.64) and RMSE (Root Mean Square Error; 0.21 : 0.51), when cloud amount
is increased. In general, the large differences between two AOD data are mainly related to the cloud
amount and relative humidity. The Himawari strongly overestimates the AOD at all five stations when
cloud amount and relative humidity are large. However, the wind speed, precipitable water, height of
cloud base and Angstrom Exponent have been shown to have no effect on the AOD differences
irrespective of geographic location and cloud amount. The results suggest that caution is required when
using Himawari AOD data in cloud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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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성능이 크게 개선된 정지궤도 기상위성 Himawari-8, GK2A등이 운용됨에 따라 시공간적으로 보다
고해상도 AOD(Aerosol Optical Depth) 자료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4년간 한반도내
AERONET(Aerosol Robotic Network) 참여 5개 지점(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광주과학기
술원(GIST),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의 에어로졸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Himawari-8/AHI (Advanced Himawari
Imager) 에어로졸 산출물의 특징과 두 AOD 자료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위
성과 지상관측 AOD는 하늘이 맑을 경우(운량 < 3)에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
지만 운량이 증가할 경우 위성 관측과 지상관측 AOD의 차이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편의: 0.05(맑음) → 0.21(전체), 상관계수: 0.74 → 0.64, RMSE: 0.21 → 0.51). 5개 지점 모두에서 운량이 많거나 상
대습도가 높을 때 위성이 지상관측에 비해 AOD를 크게 과대 추정하는 것으로 보아 두 AOD 자료 간의 차이는
주로 운량과 상대습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풍속, 가강수량, 구름 하부 높이, 그리고 옹스트
롬 지수(Angstrom Exponent)는 두 AOD 자료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운량이 많을 경우 위성 관측 AOD 자료 사용시 주의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관련 기사 건수가 예년과 비교하여 2013년 4분기부터

1. 서론

약 4.5배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및 액체 물질들

하였다.
인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어로졸을 보다 효과

의 전체를 뜻하며, 그 중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

라 공기역학적 직경이 10 이하인 PM10과 2.5 이하인

PM2.5로 나뉜다(Seinfeld and Pandis, 2006). PM2.5는 상당

량이 NH3, SO2, NOX,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의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농도를
파악해야 한다.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입되
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에어로

전구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2차 오염물질로 인해 생성

졸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ACAPR, 2019). 이는 정확

과 관련된 자연적인 오염원(Al, Si, Ca, Ti, Fe 등)으로부

과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되고, PM10은 PM2.5의 인위적인 생성 기작과 함께 토양

터 발생한다(Kim et al., 2016).

한 관측이 수반되어야 세부적인 배출원을 파악하고, 효
시사한다.

에어로졸은 건강과 관련된 대기질의 문제뿐만 아니

에어로졸의 분포를 정량적으로 관측하는 방법에는

라 태양광과의 상호작용 및 구름 미세물리에 미치는 영

대표적으로 지상관측, 위성관측 외에도 선박관측, 항공

향 등 지구복사 및 기후변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요소

관측 등이 있다. Ko et al.(2017)은 선박관측을 통해 서해

이다. 산업 측에서도 정밀함을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 등

상에서 발생하는 2차 에어로졸 성분의 특성을 보고한

에 피해를 줌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일으킬 수 있다

바 있다.

(NMSC, 2012).

인공위성을 이용한 관측법에는 위성 센서에 탑재된

에어로졸 중 일부인 미세먼지는 매우 작기 때문에 대

적외선 밴드에서 선택적 흡수를 하는 입자의 성분을 측

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각종 장기에 침

정하기 위한 휘도온도차 방법(Prata, 1989), 자외선 흡수

투하여 이동하여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성 에어로졸을 선택적으로 측정하는 자외선 흡수법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16년
한 해에 특정 질병으로 사망하는 인구 중 급성 하부 호
흡기 감염에서 50%, 만성 폐색성 폐질환에서 43%, 폐암

에서 29%,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25%, 뇌졸중에서 24%

가 대기오염이 원인이라고 발표했다(WHO, 2018). 이러

한 이유로 미세먼지 관련 문제는 큰 국민적 관심을 끌
고 있다. Kim et al.(2015)은 최근 5대 신문사의 미세먼지

(Hsu et al., 1996), 가시광선 채널에서 에어로졸 광 산란

강도를 이용한 반사도 측정법(Lim et al., 2016) 등이 사용
되어 왔다. 위성에서 에어로졸의 특성을 탐지하는데 가

장 많이 이용되는 에어로졸 광학 두께(Aerosol Optical

Depth: AOD 또는 AOT: Aerosol Optical Thickness, 이하

AOD)는 위성과 지구표면사이의 대기경로에 존재하는
에어로졸이 산란, 흡수를 통해 복사에너지를 소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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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AOD는 대기 중 존재하는

한 번에 관측할 수 있으나 산출물의 정확도가 상대적으

에어로졸의 양을 표현하는 물리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로 낮은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기상위성의 성능

(NMSC, 2012). NMSC(2012)는 COMS(Communication,

및 도출 알고리즘이 크게 개선되면서 위성을 활용한

상기의 가시광 채널을 이용하여 AOD 산출 알고리즘을

짧은 주기(10분 이내)로 지속적인 관측이 가능한 정지

관측된 초미세먼지 농도와 Terra/Aqua 위성에 탑재된

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GK2A, Himawari-8 등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위성에 탑재된 기상영

개발하였고, Lee and Park(2012)은 제주도와 덕적도에서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자료로부터 도출된 AOD 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AOD 관측이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동일지역에 대해

궤도 기상위성은 에어로졸의 시공간적 분포 관측에 효

과 같은 정지궤도 기상위성에 탑재된 센서 및 AOD 도
출 알고리즘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이들 자료

Himawari-8, GK2A 등 최근 성능이 크게 개선된 정지궤

는 근본적으로 원격탐사 자료가 갖는 정확도 문제를 갖

도 위성이 개발되면서, 보다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지상관측 자

정지궤도 기상위성 Himawari-8/AHI(Advanced Himawari

이를 기반으로 한 위성관측 AOD의 품질 향상 연구가

AOD 자료의 사용도 가능해졌다. Lim et al.(2016)은 일본

Imager)를 이용하여 에어로졸 광학정보를 산출 및 검증
하였다.
미세먼지의 지상관측 방법에는 방출기로부터 방출된
베타선이 대기 중에서 채취되어 필터 위에 올려진 먼지
를 통과할 때 흡수되는 양의 상대적 세기를 측정하여 미
세먼지의 질량농도를 획득하는 베타선법, 시료채취기

료를 이용하여 위성관측 AOD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고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AOD 측정 빈도수가 많고

산출 정확도가 높은 5개 지점의 지상관측 자료를 이용하

여 Himawari-8/AHI의 Level 3 일평균 AOD의 산출 특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AOD

자료와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절에서는 지리적

를 사용하여 미세먼지 시료를 채취한 후 그 전·후 필터

위치, 구름 유무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Himawari-8/AHI

의 무게 차이를 질량농도로 계산하는 중량농도법, 대기

자료와 지상관측 자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중 부유하는 입자상 물질과 물리적 성질이 동일한 입자

4절에서는 앞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에 빛을 조사하면 산란되는 양이 질량 농도에 비례하게

된다는 점을 이용한 광산란법이 있다(Choi et al., 2018).

2. 자료 및 연구 방법

화력발전소 주변에 존재하는 입자상 물질을 광산란법
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한 바 있고(SPSKEAA, 2018), 베타선법을 이용하여 서울 서대문구에서

1) 자료

2018). 또한 에어로졸의 광학적 특성을 관측하는 방법으

12월) Himawari-8/AHI 자료로부터 도출된 AOD 및

의 지상 미세먼지를 관측한 연구도 있었다(Koo et al.,

본 연구에서는 최근 4년간(2016년 1월 ~ 2019년

로는 광산란계수측정기(Nephelometer)를 이용한 광산란

AE(Angstrom Exponent) 자 료 와 AERONET(Aerosol

어로졸 흡수계수를 산출해내는 방법을 이용한 광흡수

용 가능한 한반도 관측소의 AOD 및 AE 자료를 이용하

계수 측정, 검댕(Black Carbon: BC)의 질량농도로부터 에
계수측정기(Aethalometer), 태양광도계(Sun photometer)
와 정밀필터복사계(Precision Filter Radiometer: PFR)를

Robotic Network: https://aeronet.gsfc.nasa.gov)에서 이
였다. 또한 기상조건이 두 자료 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상청 관측 기상자료를 이용하

이용한 AOD 측정, 다파장 편광라이다 시스템(Multi-

였다.

MPoLAR)을 이용하여 대기 중 에어로졸의 연직 분포를

품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평균 자료인 AOD_

지상관측은 상대적으로 측정 정확도가 높으나 관측

2018). 이 자료는 일본항공우주탐사국(JAXA)의 P-Tree

wavelength Polarization Lidar for Atmospheric Research:

관측하는 방법이 있다(KMA, 2016).

지점의 분포에 한계가 있으며 위성관측은 넓은 지역을

Himawari-8/AHI의 AOD 및 AE 자료는 상대적으로

L2_Mean과 AE_L2_Mean을 사용하였다(Yoshida et al.,
시스템에서 수집하였다. Himawari-8/AHI 자료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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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는 0.05 × 0.05 degree 이다.

Himawari-8/AHI 자료의 품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AERONET에서 제공하는 AOD 및 AE(440-675 nm) 자

료를 이용하였다. AERONET은 전 세계에서 관측을 수

기 때문에 모두 시용하였다. 또한 AOD와 에어로졸 특
성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관측소 별

AE(440-675 nm), PW(Precipitable Water), FMF(Fine Mode

Fraction), SSA(Single Scattering Albedo) 등 다른 변수들

행중인 태양광도계 자료를 한 곳에 모아 놓은 네트워크

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AE와 PW를 제외한 다른 변수

젝트 때 설치한 측정소를 포함 총 27개(안면도, 백령도,

두 AOD 자료의 비교과정에서 구름 유무 등 기상조

이다. 한반도에는 2016년 DRAGON-KORUS-AQ 프로
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산, 고려대학교, 백사도, 대

관령, 익산, 경북대학교, 목포대학교, 국립환경과학원,
올림픽공원, 송천, 태화, UNIST, 가거초, 강릉원주대

학교, 제주 고산, GIST, 경기대학교, 이어도, 부산대학교,

들은 결측이 많아 AE, PW만 사용하였다.

건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제공

하는 종관기상 관측자료(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중 동일기간(2016. 1. ~ 2019. 12)의 풍속,
상대습도(RH), 운저고도, 전운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서울대학교,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전남 영광 염산면, 연

(https://data.kma.go.kr/cmmn/main.do). 안면도에는

관측소 자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많은 지점에서 태양

근접한 직선 거리 31.15 km의 보령 관측소에서, 전운량

세대학교)의 관측소가 운용 중이다(Oh et al., 2017). 27개

광도계 자료에 결측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 4년(2016 ~
2019) 자료 중 결측이 상대적으로 적은 5개 관측소(서울
대학교,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 연세대학교, 광주과
학기술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자료를 사용하였고 그 위

치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연세대학교는 서울 중심부에 위
치하고 서울대학교는 상대적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

ASOS가 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속과 상대습도는

과 중하층 운량, 운저고도 자료는 16년 1월부터 17년 10

월까지는 직선거리 30.2 km의 서산, 이후 18년 8월까지

는 근접한 직선거리 31.89 km의 홍성, 그 후는 다시 운량
관측이 가능해진 보령의 자료를 사용했다. 또한, ASOS

자료가 없는 용인 소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

스의 경우 근접한 직선거리 26.99 km의 수원 관측소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편의상 3절부터 서울대학교는

SNU, 연세대학교는 Yonsei, 안면도는 Anmyon, 한국외

국어대학교는 HUFS, 광주과학기술원은 GIST로 표기
하였다.

2) 연구 방법
지상의 태양광도계 자료와 위성 자료는 시공간적 대
표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위성은 일정 크기를 갖는
지상의 화소를 밑면으로 하는 대기 상단(위성방향)까지
의 공기 기둥에 대한 자료를 산출하는 반면, 태양광도
계는 점 관측으로 해당 지점에서 태양 방향 대기상단
(연직방향)까지의 자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에어로졸의

3차원 분포를 포함한 대기특성이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출 알고리즘의 수준에 관계없이 두 자
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태양광도계와 Himawari-8/AHI 모두 에어로졸 관련

Fig. 1. Locations of sun photometer observatory(filled circle)
and ASOS(cross) used in this study (SNU : Seoul
National University, HUFS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IST :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자료를 주간에만 관측하고 있는데 이를 평균한 값을 일
평균으로 가정하였다. 분석기간 중 자료 사용 시간대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하여 분석 기상요소 자료의 일평균

도 10~17 KST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이 과정에

– 428 –

03이기택(425~439)(Fig.4,5,10,11,12,13)-별쇄15부ok.qxp_원격36-3_2020 2020. 6. 25. 오후 5:22 페이지 429

태양광도계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내 Himawari-8 관측 AOD 특성 분석

Table 1. Locations of sun photometer station used in this
study
Seoul_SNU (SNU)
Anmyon

Yonsei_Univ. (Yonsei)

Gwangju_GIST (GIST)
Hankuk_UFS (HUFS)

Latitude
(N)

Longitude
(E)

Altitude
(m)

36.54

126.33

47

37.46
37.56

126.95

116

126.94

35.23

AOD_Diff =
[AHI - AERONET]

MOE (Moderate overestimation)

Q1 <= AOD_Diff < Q3

WUE (Weak underestimation)

52

127.27

Group

SOE (Strong overestimation)

97

126.84

37.34

Table 2. Categorization of AOD differences between
Himawari/AHI and AERONET at 500 nm

167

Q3 <= AOD_Diff
AOD_Diff < Q1

Table 3. Quartile numbers of AOD differences between
Himawari/AHI and AERONET at 500 nm

서 10~17 KST의 자료만을 사용한 이유는 태양천정각

Station

이 클 경우 태양광도계와 위성자료 모두에서 결측이 많
치오차 등을 고려하여 점 자료인 태양광도계 관측소를
심으로 3 × 3 화소의 자료를 평균하여 사용했다. 태양광
도계 관측소의 위치와 고도는 Table 1과 같다.

위성 및 태양광도계 모두 구름이 있으면 산출이 어렵

Q3

0.01

0.12

0.32

HUFS

-0.05

0.05

0.27

Anmyon

0.03

GIST

기준으로 가장 근접한 화소를 선정한 후 그 화소를 중

Q2

SNU

Yonsei

거나 자료의 품질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위성자료 위

Q1

Quartile number

0.04
0.01

0.16

0.40

0.13

0.33

0.10

0.27

분위수(Q3) 이상이면 강하게 과대추정한 그룹(Group

SOE), 차가 1사분위수(Q1) ~ 3사분위수(Q3)인 경우는

거나 산출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맑음’에 대한 기상청

기준인 운량 3 이하에 해당되는 날짜의 AOD 자료를 맑

약하게 과대추정한 그룹(Group MOE) 그리고 차가 1사

은 날씨에서 관측된 자료로 가정하였다. AOD 크기에

분위수(Q1) 보다 작은 경우에는 약하게 과소추정한 그

룹(Group WUE)으로 구분하였다. 관측소별 사분위수

따른 두 자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포도

(scatter plot), 상관계수, 지상관측 AOD를 참값으로 가

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정한 RMSE(Root Mean Square Error) 그리고 편의(bias)

를 분석하였다.

두 AOD 자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

3. 결과

하기 위하여 1) 지상 관측소에서 측정된 AE와 가강수량

(Precipitable water: PW)과의 관계, 그리고 2) 주요 기상요

1) 위성-지상 AOD의 관계

Table 4는 분석기간(4년) 전체 위성자료와 기상청 기

소들(풍속, 상대습도, 운저고도, 전운량)과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이 때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AOD 자

준 ‘맑음’ 기간에 대해 위성자료와 지상자료와의 관계

료 사이의 차(AOD (Himawari) - AOD (Sun photometer))

를 요약한 것이다.

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 두 AOD 자료 사이의 차가 3사

구름조건에 관계없이 관측 위치에 따라 관측일수에

Table 4. Summary of relation between AHI AOD and AERONET AOD according to the cloud condition and station
Station
SNU

Yonsei
HUFS

Anmyon
GIST

Average

Observation Days

Clear

Total

Clear

308

751

0.07

296
336
266
184

278.00

875
873
751
494

748.80

0.03
0.02
0.06
0.09
0.05

Bias

Total
0.20
0.29
0.17
0.18
0.2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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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Coefficient
Clear

Total

Clear

0.84

0.63

0.16

0.82
0.63
0.86
0.54
0.74

0.69
0.63
0.68
0.58
0.64

0.14
0.26
0.16
0.33
0.21

RMSE

Total
0.48
0.64
0.51
0.38
0.53
0.51

03이기택(425~439)(Fig.4,5,10,11,12,13)-별쇄15부ok.qxp_원격36-3_2020 2020. 6. 25. 오후 5:22 페이지 430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6, No.3, 2020

Fig. 2. Relation between Himawari/AHI AOD and AERONET AOD for total case. (a) SNU, (b) Yonsei, (c) HUFS, (d) Anmyon,
and (e) GIST.

Fig. 3. Same as Fig. 2 except for the ‘clea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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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크게 나고 있으며 전체 관측일 수 중 맑음에 해당

되는 날은 위치에 따라 다르나 약 1/3에 해당되고 있다.

을 보이고 있는데 HUFS와 GIST 지점을 제외한 다른 지
점들에서는 맑은 날에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두

AOD 도출 알고리즘이 관측 수단에 따라 과대/과소 추

AOD 자료 사이의 관계가 HUFS와 GIST에서 다른 지

정하는지를 알기 위해 두 산출물 간의 편의(Bias)를 사

점들과 다르게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자료를 검증자료로 가정
하였으므로, 위성자료에서 지상자료를 뺀 값의 평균을

편의로 상정하였다. 편의는 전체기간에서 0.17 ~ 0.29의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RMSE의 경우 구름조건에

따라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맑음 기간은 0.14 ~

0.33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기간에는 0.38 ~

값을 보이고, 맑음 기간에서는 0.02 ~ 0.09의 값을 보여

0.64로 모든 지점에서 약 2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관측소에서 전체 기간보다 맑음 기간에서 위성과

평가요소에 관계없이 위성과 지상관측자료 사이의 관

지상 AOD 자료의 차이가 약 1/3 수준으로 작게 나타나
고 있다.
또한 관측소 위치 및 구름 유무에 관계없이 편의가

계가 운량 및 지리적 위치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고 있

으며 SNU와 Yonsei의 경우 거리가 매우 가까움에도 불

구하고 위성과 지상관측자료 사이의 관계에 적지 않은

양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위성에서 도출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운량이 3 이상인 기간을 포

관측 AOD와 지상관측 AOD사이의 관계를 각 지점별

하고 있다. 관측소 위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구

가 0.0 ~ 4.0 사이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성관측

AOD는 지상에서 측정한 AOD보다 과대하게 추정하

함하는 전체에서 맑은 경우보다 약 3배 정도 과대 추정

Fig. 2와 Fig. 3은 각각 전체 및 ‘맑음’ 기간에 대해 위성

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의 경우 지점에 관계없이 AOD

름의 유무에 관계없이 Anmyon과 HUFS에서는 과대추

AOD가 지상관측 AOD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있다. 두 AOD 자료 사이의 차이가 도심 중앙에 위치한

2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큰 값을

는 Anmyon과 HUFS에서 가장 작게 나타난 점은 에어로

하지만 ‘맑음’ 기간의 경우 지점에 관계없이 대부분

정이 작은 반면 Yonsei와 GIST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Yonsei와 GIST에서 크고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에 속하

졸 크기분포, 유형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
을 제시한다. 두 자료 사이의 상관계수는 전체 기간이

0.58 ~ 0.69의 값을 보이고 맑은 날에는 0.54 ~ 0.86의 값

지점에서 일부 위성 관측 AOD가 지상 관측 AOD보다

가지는 RMSE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OD가 1.0 이하로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HUFS와
GIST 지점을 제외한 3개 지점에서는 위성관측 AOD와

지상관측 AOD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HUFS

Fig. 4. Box and whisker plot of AOD differences (AHI - AERONET) for the total case (blue) and ‘clear’ case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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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ox and whisker plot of daily AOD differences (AHI - AERONET) at 500 nm by region and AOD (total case:
blue, ‘clear’ case: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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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두 기간 모두 같은 상관계수 값이 나타난 것

1.2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맑은 상태에서도 모든

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구름관측 자료를 용인이

지점에서 AOD가 0.5 이상으로 큰 자료들이 많은 것은

아닌 수원자료를 이용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된다. GIST 지점의 경우 다른 지점들에 비해 맑은 날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맑

서 관측자료의 품질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가 비교적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기간의

상관계수는 낮고 편의와 RMSE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보인다.

Fig. 4는 구름 조건 및 관측소 위치에 따라 두 AOD 차

은 조건에서는 AOD 크기에 관계없이 AOD 자료의 차

경우 AOD 가 커질수록 AOD 차 범위가 커질 뿐만 아니

라 AOD 크기 및 지리적 위치에 따라 편차가 상이하게

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소 위치에 관계없이 위

나타나고 있다.

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에서는 -0.4 ~ 2.0로 매우 다양

성과 지상에서 산출된 AE를 산포도로 나타낸 것이다.

가 0.5 이상으로 큰 값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구

값이 작을수록 에어로졸 입자의 크기가 큼을 의미한다

성과 지상 관측 AOD 간의 차는 맑음에서는 -0.2 ~ 0.5

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자료에서는 두 AOD 간의 차
름이 많은 경우 위성 관측 AOD 자료 이용에 주의가 필

요함을 제시한다. 또한 맑은 경우에도 두 자료 간의 차

가 -0.3 이상으로 큰 자료들이 있는데 이는 맑음 조건을
평균 운량 3이하로 한 것과 AOD 관측지점과 운량 관측

Fig. 6과 Fig. 7은 각각 전체 및 ‘맑음’ 기간에 대해 위

AE는 파장에 따른 빛의 산란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KMA, 2008). 전체 기간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두 AE 자

료사이의 상관계수가 0.056 ~ 0.179로 매우 낮게 나타나
두 자료 사이에 관계성이 거의 없음을 보이고 있다. 또

한 지상 측정 AE 자료는 대부분의 값이 0.6 ~ 1.7의 분포

지점이 상이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를 보이는 반면, 위성 자료에서는 0.3 ~ 1.6의 분포를 보

AOD 크기별 AOD 차이의 분포를 나타낸 상자 그림

자료사이의 상관계수가 0.009 ~ 0.227로 매우 낮게 나타

Fig. 5는 각 관측소의 전체 기간과 ‘맑음’ 기간에서

이다. 구름유무에 관계없이 AOD가 모든 관측소에서

이고 있다. ‘맑음’기간의 경우에도 모든 지역에서 두 AE

나 두 자료 사이에 관계성이 거의 없음을 보인다. 또한

Fig. 6. Same as Fig. 2 except for AE (Angstrom Ex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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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ame as Fig. 6 except for the ‘clear’ case.

Fig. 6에서와 같이 지상 측정 AE 자료는 대부분의 값이

0.8 ~ 1.7의 분포를, 위성 자료에서는 0.2 ~ 1.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AE의 이러한 분포는 운량에 관계없이 위

로 보이며 이는 두 변수사이의 상관계수가 -0.06 ~ 0.048
인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Fig. 9은 Fig. 8에서와 같이 지상에서의 PW 관측값과

성자료가 지상 자료에 비해 전체적으로 입자의 크기를

AOD 차이를 산포도로 나타낸 그림이다. 가강수량(PW)

다양하게 그리고 크게 추정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에어

은 하늘에서 비로 내릴 수 있는 물의 양으로, 단위 면적

로졸의 성분과 크기 분포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두

당 연직 기둥에 포함된 총 수증기량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AE 차이가 크게 나
타난 문제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AE에서와 같이 가강수량도 모든 관측소에서 AOD 차

에 상관없이 0.0 ~ 3.0 cm의 분포를 보일 뿐만 아니라 상

관계수도 -0.254 ~ -0.005로 두 변수 사이에 유의미한 관

2) AOD 차 원인

위성 AOD와 지상 AOD 자료는 AOD 크기, 구름유

무 및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여기서는 두 AOD 자료 간의 차가 발생하는 원

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AOD 차와 AE, 가강수량, 풍속,
습도, 운저고도, 전운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Fig. 8은 맑은 기간에서의 AE 관측값과 AOD 차이를

산포도로 나타낸 그림이다. 두 AOD 자료의 차이에 관

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AE가 0.8 ~ 1.7로 에어로졸의 크

계가 없음을 제시한다.

Fig. 10은 풍속과 두 AOD 자료 사이의 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AOD 편차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그룹

별 풍속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풍속이 두 AOD 자료 간의 편차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SNU와 Yonsei 지점

에서는 풍속과 추정 차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GIST와 Anmyon 지점에서는 AOD 추정 수준에
관계없이 바람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11은 Fig. 10에서와 같이 AOD 추정 수준별 상대

기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즉, 에어로졸
의 크기는 두 AOD 자료의 차와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

습도의 분포를 보인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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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catter plot of daily AOD difference (AHI-AERONET) and AE (Angstrom exponent) at 440-675nm for the ‘clear’ case.
(a) SNU, (b) Yonsei, (C) HUFS, (d) Anmyon, and (e) GIST.

Fig. 9. Same as Fig. 7 except for the PW(Precipitabl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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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관측소에서 위성에서 AOD를 과대 추정하였을 때

지점의 기상관측 값으로 사용한 보령이 바닷가에 위치

(Group SOE) 상대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 지상관측 AOD보다 클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관

나타낸 것으로 지점에 따라 운저고도는 다양하게 나타

있다. 이는 상대습도가 높을 때 위성에서 도출한 AOD
측소 위치에 관계없이 Group WUE와 Group MOE에서

는 상대습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과대

Fig. 12는 위성에서의 AOD 추정 그룹별 운저고도를

나고 있으나 모든 지점에서 AOD 추정 수준과 운저고

도 사이에는 관계가 전혀 없음을 보이고 있다. 다른 4대

추정시와는 다르게 위성이 AOD를 지상과 유사하거나

지점과 다르게 안면도에서 운저고도가 매우 다양하게

과소 추정할 때는 상대습도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이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으로 보여진다.

도가 약 1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Anmyon

펴보기 위해 AOD 추정 그룹별 전운량의 분포를 나타

고 있다. Anmyon 지점에서는 다른 지점들보다 상대습

Fig. 13은 운량이 AOD 추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

Fig. 10. Distribution of wind speed according to the region and AOD estimation level (SOE: Strong overestimation, MOE:
Moderate overestimation, and WUE: Weak underestimation).

Fig. 11. Same as Fig. 9 except for the Relative Humidity(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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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ame as Fig. 9 except for the cloud base.

Fig. 13. Same as Fig. 9 except for the total cloud.

낸 것이다. 관측소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Group SOE에

4. 결론

서 전운량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위성 추정 AOD 자

료에 운량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한다. 또한 HUFS

를 제외하면 Group MOE에서 WUE에서보다 운량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4년간(2016년 1월 ~ 2019년 12월)

한반도 지역에서의 5개 지점(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대 추정 수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 GIST)

있음을 제시한다. 운량과 함께 운형이 미치는 영향도 분

터 도출된 일평균 AOD의 산출 특성을 분석하였다. 원

아니지만 전운량이 위성의 AOD 산출에 영향을 미치고

지상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Himawari-8/AHI 자료로부

석하고자 하였으나 층운형 계열 구름이 광범위하게 나

격탐사 자료로부터 AOD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구름 유

타난 날에는 대부분의 태양광도계 관측값이 결측이었

무가 중요한 제약조건임을 고려하여 전체 관측 자료 중

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가 없었다.

지상관측 운량이 3 이하를 ‘맑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또한 두 AOD 자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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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고자 AE(Angstrom Exponent) 자료, 가강수량,

한 작용을 하였음을 제시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AERONET 자료 중

바람, 상대습도, 운량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관측지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구름 유무
및 관측지점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위성으로부터 도

출된 AOD 값이 지상의 AERONET AOD 값보다 과대

하게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과대추정 결과는 L2 알고

리즘으로 도출한 AOD가 AERONET에 비해 과대추정

함을 보인 Yoshida et al.(201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특

히 맑음(5개 지점 평균 편의 0.05) 에서 보다 전체 자료

에서의 양의 편의(5개 지점 평균 편의 0.21)가 약 4배 이

연구 대상 기간 동안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는 관

측소가 5곳뿐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 5개 지점 자료
에도 결측이 적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태양광

도계 관측의 특성상 구름에 의해 해가 가려지면 관측이
중단되어 위성대비 결측이 많아 위성과 지상관측 사이

에 1:1 매칭이 되지 않은 점도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최근 미세먼지 등 에어로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상 크게 나타났다. RMSE도 편의와 유사하게 관측지점

있는 점과 에어로졸이 건강, 복사수지, 구름물리 등 우

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두 AOD 자료 사이의 상관성도

할 때, 보다 신뢰성 있는 관측자료의 확보는 매우 중요

에 관계없이 전체자료(0.51)에서 맑음(0.21) 보다 약 2.5

맑음 일 때 전체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두 AOD
자료 사이의 기초 통계량 분석결과 운량이 두 자료사이
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두 AE 자료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구름 과다 및 관측

리의 삶과 기후변화 관련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다. 추후 태양광도계의 운용지역 및 정규적 관측의 확
대를 통해 부족한 지상자료의 시공간 해상도를 개선한

다면 위성 산출 AOD 자료의 품질 개선에 보다 더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위치에 관계없이 위성에서 도출된 에어로졸의 크기
가 지상에서 측정한 값들보다 크고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AOD 자료 사이의 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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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그리고 가강수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AE와 가

강수량은 두 AOD 자료 사이의 차와 관계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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