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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7) 구름 위 에어로졸 광학 깊이 산출

장성현 ․ 엄준식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 서론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다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관측소 기반의 미세먼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측 공백이 크다는 문제가 있

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관측 범위가 넓은 위성에서 산출한 연직 에어로졸 광학깊이(Aerosol Optical Depth, 
AOD)를 사용하여 한반도 및 외부 유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성 

AOD 값이 산출되지 않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약 35%에 달한다. 이에 통계/기계학습, 대기화학모델 등 새로운 

방법들을 사용하여 구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성 AOD 결측 지역에 대한 AOD 자료를 생산하는 결측 보완 연

구가 수행 중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에 생산된 결측 보완 산출물의 검증에 필요한 검증 자료를 생산하는 것

이며, 구름 아래와 구름 위 중 구름 위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2. 자료 및 방법

구름 위 AOD 검증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NASA GSFC에서 개발한 Above-Cloud Aerosol Color Ratio 
(ACACR) 방법을 이용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복사전달모델과 에어로졸 모델이 필요 하는데, 에어로졸 모

델은 국내 AERONET (AErosol RObotic NETwork) 역산출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탄소질과 분진 에어로졸을 구

분하고 각각의 평균적인 미세물리적, 광학적 성질들을 계산한다. 또한 각 모델을 복소굴절률의 허수 부분의 값

에 따라 7개의 부가모델로 세분화한다. 이를 입력자료로 복사전달모델을 이용하여 대기의 꼭대기(Top of 
atmosphere, TOA)에 도달하는 443, 865 nm 휘도, 반사도, 반사도 비를 계산한다. 계산한 865 nm 반사도와 443, 
865 nm 반사도 비를 이용하여 지표 반사도, 에어로졸 층 고도, 복소굴절률의 허수의 값에 따라 조견표를 만들

어 AOD와 구름 광학깊이(Cloud Optical Depth, COD) 쌍을 구한다.

3. 결과 및 고찰

이 연구는 약 7년치의 AERONET 자료를 이용하였지만 모든 관측 지점의 자료가 7년의 자료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구름 위 AOD의 값을 산출하여 구름지역에 대한 

관측 공백을 보완하고 구름 위 에어로졸 층에 대한 에어로졸-구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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