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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Modified Aerosol Factor (MAF) derived from spectral Single-Scattering Albedo (SSA)
values was created to express the light absorption properties according to aerosol types. As a factor of the
MAF, slope of a linear regression line for SSA at four wavelengths shows positive value for dust aerosol,
while negative values were found for mixing with other types of aerosol. The negative values were shown
by anthropogenic and smoke aerosols. The modified SSA at 1020 nm was also calculated. MAF was
calculated by summing the slope and modified SSA. MAF was -1.0 for the anthropogenic and smoke
aerosol and 1.5 for the dust particles. Those values were decreased by increasing light absorptio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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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에어로졸의 종류에 따른 광흡수 특성을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에어로졸 파라미터인

Modified Aerosol Factor(MAF)를 산출하였다. MAF는 AERONET의 선포토미터로부터 산출되는 4 파장

(440, 675, 870 그리고 1020 nm)의 단산란알베도로부터 도출되었다. 에어로졸 종류에 단산란알베도 값이

파장 증가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는 점으로부터 4파장의 단산란알베도를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수행

하고 분석값의 기울기 값을 산출하였다. 먼지입자는 기울기 값이 양의 값을 보이고, 순수한 먼지입자 일수록

높은 값을 보였다. 다른 종류의 에어로졸이 혼합됨에 따라 기울기 값은 감소하였다. 먼지입자를 제외한 오염

입자와 smoke 입자는 음의 값을 보였다. 광흡수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1020 nm에서의 단산란알

베도 값을 보정하였다. 보정된 단산란알베도와 기울기 값을 합하여 MAF를 도출하였다. MAF는 오염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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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변화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대기 에어로졸

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는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Aerosol optical depth, AOD)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에어로졸의 양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크기, 조성, 및 광흡수 특성을 포함한 광학적 특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IPCC,

2007). 많은 양의 에어로졸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배

출된 에어로졸이 높은 광흡수를 일으키면 시정감소 뿐

만 아니라 태양복사 수지, 지역적 기온, 구름 전체의 양,

강우 패턴 등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Menon et al.,

2002).

대부분의 에어로졸이 주로 광을 산란하는 특성을 보

이는데 비하여 빛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에

어로졸은 black carbon과 먼지(dust) 입자이다(Bergstrom

et al., 2007). 에어로졸의 광흡수 특성은 black corbon의

양을 추정하거나(Hansen et al., 1984), 에어로졸의 발생

원을 파악하거나(Clarke et al., 2007), black carbon과 먼지

입자를 구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Fialho et al., 2005;

Meloni et al., 2006). 에어로졸의 흡수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로는 단산란알베도(Single Scattering Albedo,

SSA)와 흡수파장멱지수(Absorption Angstrom Exponent,

AAE)가 있다(Bergstrom et al., 2007). SSA와 AAE를 이용

하여 에어로졸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 에어로졸 종류에

따른 광흡수 특성을 연구한 사례는 많이 있다(Bergstrom

et al., 2007; Gyawali et al., 2009; Russell et al., 2010). 기존

의연구들은SSA나AAE로부터에어로졸의발생원에따른

에어로졸의 종류를 먼지(dust), 오염입자(anthropogenic

particle), biomass burning aerosol 등으로 구분하였다. 하

지만 대기 에어로졸은 한 지역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

도 광흡수의 정도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한 종류의 에어로졸만이 발생하지 않고 각 종류가 혼합

되기도한다. 특히, 아시아지역은전세계에서도에어로

졸의 발생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동일 지역에서 다양

한 에어로졸이 동시에 발생되어 혼합되기도 한다. Noh

et al.(2013)은 위성자료와 sun/sky radiometer 관측자료로

부터 발원지에서 발생된 황사가 이동 중 오염입자와의

혼합으로 광흡수 특성이 변화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에어로졸의 종류 구분과 동시에 혼합

정도와 혼합에 따른 광학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에어로졸을 실시간 연속

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측하는 관측망인 AERONET의

sun/sky radiometer 데이터에서 SSA와 AAE를 응용하여

에어로졸의 종류 구분과 혼합 정도, 광흡수 정도를 표현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자를 창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에어로졸 종류에 따른 광흡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산

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산란알베도(Single-
Scattering Albedo, SSA)를 이용하였다 . Dubovik et al.

(2002)는 8년간의 AERONET sun/sky radiometer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주요 에어로졸 종류(먼지입자, 오염입자,

biomass burning 에어로졸)에 따른 파장별 SSA의 변화를

440, 675, 870 그리고 1020 nm의 4개의 파장에서 산출하

였다. 먼지입자의 경우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SSA도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먼지입자의 SSA

변화를 연구한 다른 연구에서도 관측되었다(Bergstrom

et al., 2007). 먼지입자의 SSA가 낮은 파장대인 440 nm에

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

가하는 것은 먼지입자의 구성성분 중 하나인 hematite

(Fe2O3)가 자외선 영역의 낮은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Moosmuller et al., 2012).

먼지입자와는 다르게 오염입자와 biomass burning 에어

로졸은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SSA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sun/sky radiometer로부터 산출되

는 4개 파장의 SSA 값이 에어로졸 종류에 따라 변화되는

점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산출되는 기울기 값(λslope)을 에어로졸의 종류를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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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e 입자는 -1, 먼지입자는 1.5의 값을 보였으며, 서로 다른 에어로졸 종류별로 광흡수 특성이 높을수록

낮은 값의 분포를 보였다.



는 하나의 매개 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울기로부터산출된매개변수는에어로졸의종류는

먼지입자와 오염/biomass burning 에어로졸로 구분할 수

있지만 종류에 따른 광흡수 정도의 차이는 나타내지 못

한다. 광흡수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1020 nm에서의 SSA

값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수정하였다.

                         ωλm =                            (1)

여기서, ωλm은 수정된 SSA를, ωλ 는 SSA를 나타내며

파장은 1020 nm이다. 위 식은 1020 nm에서의 최소 단산

란알베도를 0.7로 가정하여 0.7 이하의 값일 경우 0으로

적용하여관측된 1020 nm에서의 SSA 값을 0 ~ 1 사이의

값으로 수정됨을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식 (2)의 파장별

SSA 값의 선형회귀분석의 기울기 값과 수정된 SSA 값을

더하여수정에어로졸인자(Modified aerosol factor, MAF)

를 산출하였다.

                         MAF =  + ωλm                          (2)

3. 결 과

본연구에서제안된MAF는안면도에설치된AERONET

sun/sky radiometer(36.54N, 126.33E) 로측정된데이터중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황사가 자주 발생하는 2월부터

5월에 관측된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6년간의 관측 기간

중 총 105일의 관측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일평

균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SSA, AAE, 그리고 Ångström

exponent (å)를 분석하였으며, MSSA와 기울기 값은 2장

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Black carbon의 이론적인 AAE는 1로서 광흡수 특성이

파장에 무관하다(Bergstrom, 1973). 도심이나 공업지역

에서 유래한 오염입자의 경우 탄소입자(black carbon)가

주요한 광흡수 요소로 작용하여AAE는 1에 가까운 값이

주로 측정되었다(Russell et al., 2010).

Biomass burning 에어로졸은 AAE 값은 315와 700 nm

파장 사이에서 1.45로서 오염입자보다 높은 값을 보였

다(Bergstrom et al., 2007). 주로 사막지역에서 기원하는

먼지입자는 2.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Russell

et al., 2010). 이와 같이 에어로졸의 종류에 따라 AAE는

구별되는 값을 보여주어 에어로졸의 종류를 구분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지만, Russell et al.(2010)의 연구에서

도 보여주듯이 같은 AAE 값을 보이더라도 광흡수 강도

를 나타내는 SSA 값은 차이를 보였다.

Fig. 1은 AAE와 ωλm, λslope 그리고 MAF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Fig. 1(a)에서 보여주는 ωλm와AAE의 상관계수

는 0.51로AAE가 높은 값을 나타낼수록 ωλm도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Fig. 1(b)도 AAE가 증가할수록

λslope 값이 높은 값을 보였다. 두 값을 합한MAF는 상관

계수가 0.66으로 앞의 두 경우보다 더욱 긴밀한 상관관

계를 보여준다.

Fig. 2는 MAF와 å와 굴절률 허수부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상관계수는 각각 0.50과 0.68로서 비교적 높

은상관관계를보여준다. å는입자크기에관련된파라미

터로서MAF가 높은 값을 보일수록 낮은 å 값을 보인다

는 것은MAF가 증가될수록 큰 입자가 관측됨을 의미하

0.3 _ (1 _ωλ)
0.3

dSSA
d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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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relation plots between absorption angstrom exponent and modified single-scattering albedo (a), wavelength dependent
slope (b) and modified aerosol factor (c).

(a) (b) (c)



고 낮은 값을 보일수록 미세입자가 증가됨을 나타낸다.

굴절률 허수부분은 값이 증가할수록 입자의 광흡수 특

성이 높음을 나타내는데 Fig. 2(b)는MAF가 증가함에 따

라 굴절률 허수부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MAF가 높

은 값을 보일수록 입자의 광흡수 특성은 낮아짐을 나타

낸다.

Fig. 3은 MAF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각 구간

의 평균을 구하고 MAF 값에 따른 입자 크기의 분포를

보여준다. MAF의 최고와 최저 값은 각각 2.33과 -1.13을
보였다. 2.33의 경우 입자크기분포는 조대입자가 가장

높은 농도 분포를 보이지만 미세입자는 매우 미약한 분

포를 보인다. MAF의 값이 감소함에 따라 조대입자 농

도는 감소하고 미세입자 농도는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

낸다.

Fig. 4는 Fig. 3에서 보여준 MAF 값에 따른 440, 675,

870, 그리고 1020 nm에서의 SSA 값의 분포를 보여준다.

MAF가 높은 값을 보일 때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SSA 값

도 증가하는 먼지입자의 분포를 보여준다. MAF 값이 감

소함에 따라 파장에 따른 SSA 값의 증가가 둔화되다 일

정값 이하(본 논문에서는 0.67 이하)에서는 파장 증가에

따라 SSA 값이 감소하였다. 440 nm에서의 광흡수는

black carbon 뿐만 아니라 먼지입자 성분 중 자외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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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relation plots between modified aerosol factor and angstrom exponent (a) and refractive index of imaginary part (b).
(a) (b)

Fig. 3. Particle size distributions according to the value of modified aerosol factors.
(a) (b) (c)



대에서 빛을 흡수하는 특성을 보이는 산화철(Fe2O3)의

영향으로 다른 세 파장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이지만 1020 nm에서는 산화철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black carbon 만이 값에 영향을 미친다. MAF가

2.33에서 1020 nm의 SSA는 0.972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

는 것은 black carbon의 영향이 최소임을 나타낸다. 하지

만, MAF 값이 감소함에 따라 1020 nm에서의 SSA 값도

감소하여 먼지입자 외에 black carbon을 함유한 다른 입

자가 혼합됨을 나타낸다. 이는 Fig. 3에서MAF가 감소함

에 따라 미세입자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

다. Russell et al.(2010)에서 파장증가에 따라 SSA값이 감

소하는 경향은 오염입자와 biomass burning 에어로졸이

보여주었다. Fig. 4의 결과는 파장 증가에 따른 SSA 값의

변화가 오염입자나 biomass burning 에어로졸을 나타내

는 것과 동시에MAF값이 낮을수록 SSA 값이 낮은 값을

보여 black carbon이 많이 포함된 광흡수 특성이 높은 에

어로졸임을 알 수 있다.

Fig. 5는Dubovie et al. (2002)와Russell et al. (2010)에서

소개된 각 지역별 종류에 따른 SSA와 AAE 값과 본 연구

에서 제안된MAF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오염입자는 검

은색, biomass burning 에어로졸은 녹색, 먼지입자는 황

색으로 표시하였다. Fig. 5(a)의 SSA의 경우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먼지입자는 파장증가에 따라 SSA 값이 증가

하고 나머지 에어로졸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종류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하지만 오염입자와 biomass burning

에어로졸은 둘 다 파장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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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ngle-scattering albedo according to the value of
modified aerosol factors.

Fig. 5. Spectra of AERONET-derived single scattering albedo (a) and absorption angstrom exponent and modified aerosol factor (b)
according to location and aerosol types.



타낸다. Fig. 5(b)에서AAE는값에따라오염입자, biomass

burning 에어로졸, 그리고 먼지입자로 구분되지만, 같은

종류의 에어로졸일 경우 어떠한 경우 높은 광흡수 특성

을 보이는지 구분할 수 없다.

MAF는 먼지입자는 가장 높은 값을 보여 다른 에어로

졸 종류와 구분되나 나머지 두 에어로졸 종류는 비슷한

값의 분포를 보여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MAF는 같은 종류의 에어로졸에서 광흡수 정도

의 크기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먼지입자의 경우

SSA 값으로부터 확인되는 가장 광흡수 특성이 낮은 경

우는 Cape Verdi에서 관측된 값인데, 이 때 MAF는 2.00

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가장 광흡수 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African Sabana는 MAF가 -1.50으로 가

장 낮은 값을 보여 다른 biomass burning 에어로졸과 명

확히 구분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SSA와 AAE를 응용하여 에어로졸의 종류

구분과 혼합정도, 광흡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

운 인자인 Modified Aerosol Factor(MAF)를 창안하였다.

MAF를 이용하여 먼지입자는 다른 종류의 입자들과 명

확하게 구분하였으나 오염입자와 biomass 에어로졸은

다른 종류의 에어로졸 임에도 비슷한 분포 값을 보여 명

확한 구분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MAF는 AAE로는

확인할 수 없던 광흡수 특성의 정도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향후 에어로졸의 크기분포에 관한 정보를 추

가하여 에어로졸의 종류 구분까지 명확하게 가능한 파

라미터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를 통

한MAF는 에어로졸의 광흡수 특성을 파악하게 하여 위

성 등 기타 원격탐사 및 기후변화에 대한 에어로졸의 영

향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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