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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new approach to retrieve the single-scattering albedo (SSA) of Asian dust plume, mixed
with pollution particles, using multi-wavelength Raman lidar system was suggested in this study. Asian
dust plume was separated as dust and non-dust particle (i.e. spherical particle) by the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at 532 nm. The vertical profiles of optical properties (the particle extinction coefficient at 355 and
532 nm and backscatter coefficient at 355, 532 and 1064 nm) for non-dust particle were used as input
parameter for the inversion algorithm. The inversion algorithm provides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microphysical properties of non-dust particle only so that the estimation of the SSA for the Asian dust in
mixing state was sugges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estimate the SSA for the mixed Asian dust, we
combined the SSA of non-dust particles retrieved by the inversion algorithms with assumed the SSA of
0.96 at 532 nm for dust. The retrieved SSA of Asian dust plume by lidar data was compared with the
Aerosol Robotics Network (AERONET) retrieved values and showed good agreement.
Key Words : Lidar, Depolarization ratio, Asian dust, Single-scattering albedo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다파장 라만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기 중의 비구형 순수 황사입자와 구형 오

염 입자가 혼합된 황사 입자의 단산란 알베도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대기 관측 사례 분

석 자료로부터 정확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편광소멸도는 황사와 비황사와의 혼합정도에 반비례함을 응용

하여 편광소멸도 값으로부터 황사비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황사와 비황사로 황사층을 구분하였다. 산출

된 비황사의 두 파장(355, 532 nm)의 소산계수와 세 파장(355, 532, 1064 nm)의 후방산란계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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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황사(Asian dust)는 중앙아시아의 사막지역에서 매년

1000에서 2150 Tg 가량이 발생되며(Zender et al., 2004),

다른 에어로졸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의 대기환경 및 기

후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에어로

졸의 하나이다(Tengen et al., 2004; Rosenfeld et al., 2001).

또한, 황사는 많은 양이 편서기류를 타고 동북아시아 지

역의 풍하 지역인 한반도, 일본열도 뿐만 아니라 알래스

카를 포함한 북미대륙에까지 장거리 이동하여 지구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에어로졸로 알려져 있다(Huang et

al., 2005; Jung and Kim, 2011; Lee et al., 2005; Lee et al.,

2006).

편서기류를 타고 장거리 이동 시 기상조건에 따라 다

양한 고도 및 이동경로로 이동하는 황사는 경우에 따라

중국의 도심 및 공업지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나

biomass smoke 입자 등과 혼합되기도 한다. 황사와 다른

입자와의 혼합은 황사 층의 광학적 특성 변화를 유발한

다(Yu et al., 2006). Noh and Lee(2013)은 황사 발생지와

이동 경로상의 AERONET sun/sky radiometer 데이터와

위성 관측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황사가 이동 시 다른 입

자들과의 혼합으로 광학적 특성, 그 중에서도 광흡수 특

성의 변화가 높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nderson et al.(2003)은 ACE-Asia 기간 동안 항공기를

이용한 황사 관측을 통하여 입경크기가 1mm 이상 조대

입자의 단산란 알베도(Single-scattering albedo, ω)는 550

nm에서 0.96 ± 0.01인데 반하여 1 μm 이하의 미세입자

에서는 0.88 ± 0.03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측정하

였다. 이는 황사 발생시 황사 층에 조대입자인 순수황사

외에 미세한 오염입자가 혼합되어있음을 나타낸다.

Noh et al. (2012)는황사층에오염입자, 특히 black carbon

과 같은 광흡수 특성이 높은 입자의 혼합은 황사층내 복

사 가열 증가를 통하여 황사층을 안정화해 장거리 이동

이 용이하게 함을 밝혔다.

황사의 장거리 이동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명하고 기

후변화에 대한 황사의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타

오염물질과의 혼합에 따른 황사층의 광학적 특성 변화,

특히 광흡수 특성의 변화에 대한 정밀한 정보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도로 이동하는 황사의 고

도분포를 포함한 실시간 연속적인 측정 및 분석이 요구

된다.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대기

에어로졸의 고도별 분포 및 광학적 특성의 실시간 연속

관측이 가능한 장비이다. 라이다 관측을 통하여 황사를

포함한 대기 에어로졸의 고도분포와 광학적 특성의 관

측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광흡수 특성에 대

한 직접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의 다파장 라만 라이

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황사층의 광흡수 특성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도별 ω를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Noh et al.(2007)에 설명되어있는 라만 분석

방법으로 산출되는 세 파장(355, 532 및 1064 nm)에서의

후방산란계수(Backscatter coefficient, β)와 두 파장(355,

532 nm)에서의 소산계수(Extinction coefficient, α)를 이

용하여 ω를 포함한 미세물리적 특성값을 산출할 수 있

는 역행렬 분석법(Noh et al., 2011)이 기본이론으로 적용

된다. 이 역행렬 분석법은 오염입자나 smoke 입자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입자의 형태를 구형으로 가정하기 때

문에 비구형입자인 황사 등 먼지입자에는 적용할 수 없

었다. 이러한 이유로Noh et al.(2011)은 동북아시아 지역

에서 오염입자 및 smoke 입자의 이동경로에 따른 광흡

수 특성의 변화 및 차이점을 연구하였으나, 주요 에어로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29, No.4, 2013

–416–

역행렬 분석을 수행하여 비황사의 고도별 단산란알베도를 도출하였다. 황사와 비황사의 가중치를 소산계수

값으로부터 산출하고 각 가중치를 황사와 비황사에 적용하여 황사 층 전체의 고도별 단산란알베도를 산출하

였다. 단, 황사의 단산란알베도는 순수황사로 가정하여 발원지에서 측정된 순수황사가 나타내는 0.96의 값

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개발된 분석방법은 기존의 원격탐사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황사의 이동

시 타 오염입자와의 혼합에 따른 광학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정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졸의 하나인 황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황사 발생 시 황사층에서 순수황사와 비황사로 분리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하여 532 nm 수평 및 수

직 후방산란광의 비로부터 입자의 비구형성을 알 수 있

는 편광소멸도(Depolarization ratio)를 도출하고, 이를 활

용하여 황사층에서 순수황사와 비황사의 비(황사비:

Dust ratio: RD)를 고도분포에 따라 산출하였다. 황사비

를 활용하여 전체 황사층에서 황사 외 에어로졸의 소산

및 후방산란계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데이터로부터 역

행렬 알고리즘(Noh et al., 2007)을 이용하여 532 nm에

서의 ω를 산출하였다. 각 단계별 설명은 아래에 적시되

어 있다.

입자의 비구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요소

인 체적 편광소멸도(Volume depolarization ratio, δ)는 본

라이다 시스템의 532 nm 파장에서 방출되고 후방산란

되어 들어오는 수평 및 수직 산란신호를 활용하여 식 (1)

로 산출된다.

                                δ =                                   (1)

여기서, P||와 P⊥는대기중으로조사된편광레이저빔이

대기 중에서 공기분자 및 에어로졸에 의해 후방산란된

광의 수평 및 수직성분을 나타낸다. δ는 대기 중 에어로

졸 입자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 요소이므로(Cairo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농도에 무관한 입자의 비구형성

을표현할수있는입자편광소멸도(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δP)의 산출이 필요하다. δP는 라만 라이다 신호 중

탄성산란 신호와 라만 산란 신호의 비로부터 산출되는

후방산란비(Backscattering ratio, R)와 δ를 이용하여 산출

될 수 있고, 이는 다음의 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δP =                             (2)

여기서, R(z)은 고도별 후방산란비로서 ((βa + βm)/ βm)의

식으로 표현되며, βa와 βm는 각각 에어로졸 및 공기분자

에 의한 후방산란계수를 나타낸다. δm는 공기분자의 편

광소멸도로서 본 라이다 시스템에서는 간섭필터의 영

향을 고려하여 0.004의 값을 사용하였다(Cairo et al.,

1999).

황사비(dust ratio, RD)는 산출된 δp를 바탕으로 Shimizu et

al.(2004)가 제안한 식 (3)의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RD =                           (3)

위 식에서 δ1과 δ2는 각각 황사입자와 오염입자만이 관

측되었을 때의 δP를 나타내며 본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

한 장기관측(Noh et al., 2007, 2008)으로부터 각각 0.34

와 0.03의 값을 도출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이는 아

시아 지역 황사 관측으로부터 얻어진 값과 유사하다

(Sugimoto et al., 2003; Shimizu et al., 2004; Sugimoto et al.,

2005). 따라서, 분석된 δp의 값이 δ1의 값보다 크거나 δ2의

값보다 적은 경우 각각의 RD값은 1과 0으로 적용하고 δP

에 따라 황사 입자의 비율을 수치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산출된 황사비는 에어로졸 후방산란계수와 황사비를

이용하여 (RD×βa)와 ((1 _ RD)×βa)의 식으로부터 각각

순수황사와 비황사의 후방산란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532 nm에서의 편광소멸도 만이 측정되

어 황사비도 532 nm에서만 산출할 수 있다. 산출된 황사

비로 순수황사와 비황사로 구분하는 것 또한 532 nm 파

장만 가능하므로 355와 1064 nm 파장대는 파장멱지수

(Ångström exponent, å)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순수황

사의 경우 대부분 조대입자로 구성되어 532 nm와 355

nm, 532 nm와 1064 nm 후방산란계수 상호 간의 å를 0으

로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여 532 nm에서 산출된

순수황사의 후방산란계수로부터 355와 1064 nm의 순

수황사 후방산란계수를 산출하였다. 구분되지 않은 355

와 1064 nm의 후방산란계수에서 순수황사 후방산란계

수 값을 빼주어 비황사의 후방산란계수를 산출하였다.

소산계수부분도같은방법을적용하여 355와 532 nm파

장에서 각각의 소산계수를 산출하였다.

구분된 순수황사와 비황사의 소산 및 후방산란계수

에서 비황사의 소산 및 후방산란계수를 입력자료로 활

용하여Müller et al.(1999)가 고안한 역행렬 분석을 수행

하여 ω를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순수황사의 ω는 발원지에서의 값과 유사

하다고 가정하여 순수황사의 ω로 판단되는 0.96(Yu et

al., 2006)을 적용하고, 구분된 소산계수 값을 이용하여

아래의 식으로부터 황사층 전체의 ω를 산출하였다.

                              PD =                                 (4)

             ωt = (PD × ωD) + {(1 _ PD) × ωND)}              (5)

P⊥

P|| + P⊥

δ(z)R(z) _ δm

R(Z) _ 1

(δp
_ δ2)(1 _ δ1)

(δ1
_ δ2)(1 _ δp)

τD
τD + τ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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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D는 전체 황사층에 황사만의 소산비를, τD 와

τND 는 각각 황사와 비황사의 광학적 두께를, ωD는 황사

의ω, ωND는비황사의ω를, ωt는황사층의ω를나타낸다.

3. 결 과

본연구에서제안된방법은광주과학기술원(35.10˚N,

126.53˚E)의 다파장 라만 라이다 시스템(Multi-wavelength

Raman lidar system)으로 2004년 4월 2일에 관측된 데이

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은 2004년 4월

2일 22시부터 다음날 02시 동안 관측된 데이터를 라만

분석법으로 분석한 각 파장별 소산계수와 후방산란계

수와 체적 및 입자 편광소멸도, 그리고 황사비를 보여준

다. Fig. 1(a)는 관측 당일 에어로졸이 6 km 고도까지 분

포하고 있고 2.5에서 3.0 km를 경계로 상층과 하층의 두

개의 층으로 구분됨을 보여준다. Fig. 1(b)의 편광소멸도

는 2.0 km 이상의 고도에서는 0.2 이상의 값을 보여주는

데 반해 그 이하의 고도에서는 0.1 전후의 값으로 두 층

의 구성 성분이 다름을 나타낸다. 위층의 높은 편광소멸

도는 황사가 주요한 성분임을 알려주나 아래층은

일반적인 오염입자의 편광소멸도인 0.05보다는 높으

나황사발생시관측되는값보다는낮은 0.1 전후로오염

입자가 주요성분이고 황사 입자가 일정량 혼합된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Fig. 1(c)의 황사비에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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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Extinction coefficient at 355 (Black line) and 532
(Gray line) nm and backscatter coefficient at 355 (Blue
line), 532 (Green line) and 1064 (Red line) nm retrieved
by Raman method. (b) Volume (Dark gray line) and
particle (Yellow line) depolarization ratio. (C) Dust ratio.

Fig. 2. 5-day Hysplit backward trajectory according to the altitude of dust layers.



진다.

Fig. 2는Hysplit을 이용한 고도별 5일간의 역궤적분석

을 보여준다. 2.0 km 이하의 고도의 에어로졸 층을 추적

한 것은 황사 발원지를 통과하고 중국의 오염물질이 많

이 생성되는 산업지역을 비교적 느린 속도로 이동한 것

으로 파악된다. 이에 반해 상층의 에어로졸은 황사 발원

지를 통과하기는 하나 아래층에 비하여 빠른 이동 속도

를 보이며 3 km이상의 높은 고도로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 3은 황사비로부터 구분된 황사(a)와 비황사(b)의

각 파장별 소산 및 후방산란계수를 보여준다. 3 ~ 5.5

km의 상층에서는 황사가 주요한 에어로졸이나 하층에

서는 비황사가 주요한 에어로졸임을 보여준다. Fig. 3(b)

의 비황사의 소산 및 후방산란계수를 입력자료로 활용

하여 역행렬 분석을 수행하여 산출된 고도별 ω는 Fig. 4

에서보여준다. 하층의ω는 0.63에서 0.73으로매우낮은

값이 산출된 반면 상층은 0.79에서 0.93으로 하층에 비

하여 높은 값이 산출되었다. 이는 Fig. 2의 역궤적 분석에

서 파악된 것과 같이 하층의 경우 중국의 오염지역으로

부터 장거리 이동된 오염물질이 많이 관측된 것으로 파

악되며, 오염물질 중 black carbon과 같은 광흡수 물질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반하여 상층은 높고 빠른 이

동경로로부터 하층과는 달리 오염물질의 혼합이 적어

높은 ω 값이 관측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황사와 비황사의 광학적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한 황사를 포함한 전체 에어로졸의 ω를 보여준다.

하층과 상층 ω의 분포는 각각 0.78 ~ 0.80과 0.93 ~ 0.95

로 여전히 하층의 값이 낮아 고도별 이동경로에 따라 ω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준다.

Fig. 6은 AERONET의 sun/sky radiometer로 측정된

440, 675, 870 그리고 1020 nm에서의 ω 값과 고도별 소

산계수값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532 nm에

서의 ω 값과의 비교결과를 보여준다. AERONET 데이

터와 비교하면 라이다로부터 도출된 ω 값이 0.2 정도 적

은 값을 보여주나 라이다 분석 값의 오차범위 이내에 있

는 결과이며, AERONET 데이터는 낮에 측정되어 밤에

측정된라이다결과와는 6시간정도의시간차가있어절

대적 분석값의 비교는 의미가 퇴색된다. 하지만 0.2 정

도의 값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라이다를 이용한 황사의

ω 값의 산출이 유효함을 Fig. 6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층에 대한 값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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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ackscatter coefficient at 532 nm (Gray line) and single-
scattering albedo at 532 nm of non-dust particles.

Fig. 5. Backscatter coefficient at 532 nm (Gray line) and single-
scattering albedo at 532 nm of total aerosol layer including
dust and non-dust particles.

Fig. 3. Extinction and backscatter coefficients of (a) dust and
(b) non-dust particles.



Fig. 5에서와 같이 고도에 따라서는 층별로 다른 광흡수

특성이 있는 에어로졸이 이동할 때 라이다를 이용한 분

석이 매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에 분석되지 않던 황사의 고도별 ω를

다파장 라만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

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방법으로 황사의 정확한 고도에

따른 분포 및 광학적 농도, 그리고 광흡수 특성까지 정밀

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분석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

다. 특히, 고도에 따라 다른 광학적 특성이 있는 에어로

졸이 두 개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져 분포할 경우, 다른

원격탐사 장비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된 라이다 분

석법은 각각 에어로졸 층의 광학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

었다. 또한, 선포토미터와의 비교를 통하여 오차범위 내

에서 일치되는 분석결과를 산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축적된 분

석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황사 이동시 황사의 이동경로

에 따른 광학적 특성 변화 연구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위성이나선포토미

터와 같은 기존의 원격탐사 기술이 제공하지 못하였던

고도분포의 정보를 제공하여 기존 원격 탐사 기술을 근

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응용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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