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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O2 vertical profiles were retrieved via ground based MAX-DOAS measurements for the
summer period in 2006 in Beijing, one of the megacities in the Northeast Asia. Large portion of NO2 load
was observed at the 0-1 km layer. We found that NO2 rapidly decreases up to the altitude of 3 km. In
addition, the retrieved NO2 mixing ratios within 0-1 km layer were compared with those observed at the
surface by in-situ monitor.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NO2mixing ratios within 0-1 km layer
and those at the surface was calculated to be 0.7. The major causes of such discrepancy are thought to be
both differences in measured areas and rapid decrease in NO2 mixing ratio with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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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2006년 여름철에 MAX-DOAS를 이용하여 동북아 지역의 주요 메가시티 중 하나인

북경에서 이산화질소의 고도별 분포를 산출하였다.또한 MAX-DOAS로 산출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검증

하기 위해 MAX-DOAS로 산출된 지표에서가장 가까운 0-1 km 공기층 내에서의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지

점관측장비로 지표에서 측정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상호 비교하였다. 관측기간 동안 몇 일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지상에서의 이산화질소 혼합비가 매우 크며, 지상으로부터 3 km 정도에서는 그 혼합비가 매우

작아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MAX-DOAS로 산출된 0-1 km 공기층 내에서의 이산화질소 혼

합비와 지점관측장비로 측정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상호 비교했을 때 두 값들 사이의 상관관계(R)는 0.7로

계산되었으며, 두 값들 사이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한 이유로서는 MAX-DOAS와 지점관측장비의 관

측영역에서의 차이와 여름철 북경에서는 이산화질소의 혼합비가 고도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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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표부터 대류권 경계층 내에 다양한 고도분포로 존

재하는 다양한 미량기체들의 확산 및 분포상태를 모니

터링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대도시와

같이 이동하는 배출원이 존재하는 지역 및 대상지역이

복잡한 지형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러한 미량기체

들의 확산상태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러한 대도

시는 복잡한 구조의 도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스상오

염물질의 고도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의 공간에 존재하는 미량기체의 연

직적 확산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측장비의 높

은 공간 및 시간 분해능이 요구된다. 높은 시간 분해능은

다양한 수동 및 능동형 광학검출방법을 이용하여 구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높은 공간 분해능은 라이다

(Choi et al., 2004)와 같은 매우 정교한 광학기술들에 의

해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정교함을 요구하는

기술들은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있어 비교적 많은 비용

을 필요로 한다.

이산화질소는 대류권, 특히 지표면 오존의 증가에 크

게기여를하는전구체로써지구의대기화학및복사균형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산화질소는 인간의 건강과 식

물, 특히 농작물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미국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질소에 장기

간 노출될 경우 인간의 면역력 감소 및 호흡기 간염을 일

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98).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화력발

전소등화석원료를이용하는다양한배출원으로부터발

생된다. 이런 배출원들은 주로 대도시 지역 혹은 주변지

역에밀집되어있으며, 도심지역의이산화질소의시공간

적 특성에 크게 기여를 한다.

Multi–Axis Differential Optical Absorption Spectroscopy

(MAX–DOAS)는Hönninger et al.(2004)에의해처음소개

되었으며직달관측을하는다른센서와달리태양산란광

을 주요 광원으로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을 모

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MAX–DOAS를 이

용하여 태양산란광을 수신할 때 대기를 통해 다양한 기

기 고도각으로 전달되어 오는 광신호를 수신하기에, 지

표근처에 존재하는 흡수성질을 가지는 미량기체들의 혼

합비에 대해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 MAXDOAS는

대표적미량기체인오존과이산화질소뿐만아니라, 포름

알데히드, 할로겐물질, 수증기 등 대류권에 존재하는 다

양한 미량기체의 수직분포 및 수직층적분혼합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

화질소가높이배출되는동북아지역의주요메가시티중

하나인 북경에서MAX–DOAS의 관측을 수행하였으며,

지표 근처에서 산출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지상관측장

비로 측정된 이산화질소 혼합비와의 비교를 통하여, 북

경지역MAX–DOAS로부터 산출된 대류권 이산화질소

수직분포의 특성과 정확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2. 측정 및 분석

다양한기기고도각에서의태양산란광들을광원으로

함께 사용하는 MAX–DOAS는 2004년 Hönninger et al.

(2004)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다양한 대류권 미

량기체의 공간분포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있

다. 본 연구에 사용된MAX–DOAS는 스캐닝광학부 와

미니 분광기 및 검출기로 구성되어있다. 스캐닝 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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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convolution example of the fitted spectra measured
on August 16 2006 in Beijing.



와 분광시스템은 방열판이 부착된 알루미늄케이스에

함께 장착 되어있으며, 스테퍼모터가 케이스옆면에 부

착되어 여러 기기 고도각에서 연직 스캔을 가능하게 한

다. 스캐닝 광학부에서는 40 mm의 초점거리를 가지는

자외선코팅이된 20 mm의석영볼록렌즈를이용하여태

양산란광을 집광하며, 집광된 태양산란광은 석영광섬

유를 통하여 소형분광기(Ocean optics USB2000) 로 전달

을 하게 된다. 소형분광기는 0.7(FWHM) 파장분해능을

가지며 289 에서 431 nm 사이의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으며, 검출기는 Charge Coupled Device (CCD)를 검출

기 (Sony ILX511, 2048 파장화소)를 사용한다(Shin and

Lee 1997). 가시영역의 태양산란광 세기를 감소시켜 신

호포화를 피하면서 자외선의 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해

UG5 필터를 입구 스캐닝광학부의 집광렌즈 앞에 부착

하였다. 관측기간 동안 검출기의 암전류를 줄이는 동시

에 각 픽셀들의 파장정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펠

티어냉각기를이용하여분광기및검출기의온도를 5°C

근처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MAX–DOAS 관측은 북경대학교에서 2006년 8월16

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한달 동안 수행되었다. MAX–

DOAS 관측시 대기스캔 방향은 부경 서북쪽에 위치한

북경대학으로부터 50°의 방위각을 향하며 태양산란광

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 5°, 10°, 15°, 20° 25°, 30°

와 90° 기기고도각에서의 스캔을 통해 태양산란광 신호

를 측정하였다. 관측시 3°에서 10° 사이의 낮은 기기고도

각부터 30°의 높은 고도 각을 스캔 함으로써 지표면 주

변의 이산화질소뿐 아니라 대기경계층 상부에 존재하

는 이산화질소의 혼합비에 대한 정보도 동시에 측정하

도록하였다. 8가지기기고도각으로구성된한루프의측

정은 대기상태에 따라 3–11분정도 소요되었다.

측정된스펙트럼은암전류와영점보정을수해하였으

며, 관측시 함께 측정된 수은램프와 Fraunhofer 참조 스

펙트럼을 이용하여 픽셀에 파장정보를 매핑하였다 차

등흡수분광분석(Platt and Stutz, 2008)을 통해 태양산란

광신호에서 대류권 이산화질소의 경사층적분농도를 산

출하였다. 이산화질소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피팅 파

장구간은 399 nm 에서 415 nm 이며 태양산란광에 포함

된 Fraunhofer 신호를 및 성층권애 존재하는 이산화질소

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매 관측루프의 90°기기고도

각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을 배경스펙트럼으로 간주하여

배경스펙트럼을 다른 기기고도각의 스펙트럼으로 로가

리즘을 취하여 나누어 주어 광학두께를 구하였다. 이렇

게 구해진 광학두께는 다양한 가스의 흡수단면적과 혼

합비인자로 구성된 모델식과 선형 및 비선형피팅의 반

복을 통해 이산화질소의 혼합비인자를 산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질소, 오존, 및 산소이분자체의 흡

수단면적을 모델식에 포함하였으며, 대기중 공기분자

의 라만산란으로 인해 발생되는 태양광의 흡수영향을

고려하기 Ring 스펙트럼을 함께 모델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대류권에 존재하는 에어로솔 및 공기분자로 인

한 레일라이 산란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2차 다항식

을 측정된 스펙트럼과 선형피팅되는 모델에 포함을 시

켰다. Fig. 1은 관측기간중 2006년 8월 16일 11시에 측정

된한 스펙트럼의 분석내용을 보여준다. 피팅에서는

293K의 이산화질소 흡수단면적과(Vandaele et al., 1997),

293K의 오존흡수단면적 (Voigt et al.,1999)을 사용하여

대류권에 존재하는 오존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차등흡

수분광기술을 이용하여 광경로상에 존재하는 이산화질

소의 경로길이에 대해 적분된 각 기기고도각에 해당하

는 경사층적분농도를 산출하였다. 이산화질소의 수직

분포 산출시 복사전달의 계산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

하여, 먼저 산소이분자체의 경사층적분농도를 이용하

여 에어로솔소의 수직분포를 산출하였다 (Lee et al.,

2009). 이렇게 산출된 에어로솔의 고도분포정보를 다양

한 형태의 이산화질소 고도분포 정보와 함께 복사달모

델인Trace gasRAdiative Transfer Monte Carlo Y–II (TRACY–

II) (Deutschmann et al., 2006)에 입력하여 각 기기고도별

이산화질소 경사층적분농도를 계산해주었다. 다양한

기기고도각에서 계산된 경사층적분농도와 측정된 경사

측정분농도가 동시에 일치할 때 복사전달모델에 입력

한 이산화질소의 수직분포를 산출하였다.

3. 결 과

Fig. 2와 3은 2006년 여름에 관측된 산소이분자체와

이산화질소의 기기고도각별 경사층적분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Fig. 2에서 산소이분자체의 경사

층적분농도 변화는 대기 중 에어로솔의 변화에 민감하

게 반응한다. 에러소솔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MAX–

Remote Sensing of NO2vertical profiles in Beijing on the basis of MAX-DOAS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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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S로 수신되어 들어오는 태양산란광의 흡수 광경로

가 짧아지는 이유로 산소이분자체의 경사층적분농도가

작아지며, 이와 반대로 에어로솔의 혼합비가 낮을 경우

에는MAX–DOAS로 수신되어 들어오는 태양산란광의

흡수광경로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경사층적분농도가 크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기고도각도별로 경사층적

분농도가 다른 이유는 산소이분자체의 고도분포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산소이분자체의 경우 산소와 마

찬가지로 대부분 지표에 높은 혼합비로 존재하며, 고도

가 놀라감에 따라 그 혼합비가 지수적으로 감소하기에,

낮은 기기고도각에서 그 혼합비가 높음을 확인 할 수 있

다. 산소이분자체의 경우 8월에 측정된 값이 9월에 측정

된 값보다 대체적으로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8월

과 비교하여 9월에 전반적으로 에러로솔의 농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Fig. 3의 이산화질소 경사층적분농도의

경우에는 이산화질소의 고도에 따른 분포가 시간에 따

라 매우 다양하게 존재 할 수 있음으로 기기고도각별 이

산화질소 경사층적분농도 또한 시간에 따라 매우 다양

한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산화질소의

경사층적분농도는 8월에 측정된 값들 보다 9월에 측정

된 값들이 대체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9

월에 대기 중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Fig. 2와 3에서 보여지는 산소이분자체와 이산화질소의

경사층적분농도에서 알 수 있듯이 8월보다 9월에 에어

로솔과 이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질소 및 에

어로솔의 농도가 높은 9월에 측정된MAX–DOAS 값을

이용하여 이산화질소의 고도별 분포를 산출하였다.

Fig. 4는 2006년 9월MAX–DOAS를 이용하여 북경에

서 산출된 시간에 따른 고도별 이산화질소의 혼합비 변

화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시간 마다 고도별 이산화질소 혼합비 변화를 산출하였

다.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각 측정일로 보면 5시부

터 17시까지 산출된 이산화질소 고도분포정보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산화질소 고도분

포 산출 알고리즘에 있어, 측정된 이산화질소 경사층적

분농도값들을 복사전달모델응 이용하여 이와 일치하는

이산화질소 경사층적분 농도를 계산해 주지 못했을 경

우에는 이산화질소의 고도분포 정보를 산출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산출된 이산화질소의 고도분포를 보면

9월 4일, 8일 그리고 9일의 경우 그 혼합비가 대체적으

로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고도에 따른 변화가 작

은것으로계산되었다. 하지만, 이날을제외한다른날들

의 경우 대체적으로 지상에서의 이산화질소 혼합비가

매우 크며, 지상으로부터 3 km 정도에서는 그 혼합비가

매우 작아 지는 것을 보여준다. 9월 6일의 경우 시간에

따른 고도별 이산화질소의 변화가 매우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지상의 경우 혼합비 변화가 매우 크며, 지

상으로부터 3 km 에서도 시간에 따라 약간의 혼합비 변

화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여

름철 북경시내에서는 대기경계층이 3 km 보다 낮을 가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0, No.6, 2014

–706–

Fig. 2. Time series of O4 slant column densities at several elevation
angles of MAX–DOAS measurements in Beijing.

Fig. 3. Time series of NO2 slant column densities at several
elevation angles of MAX–DOAS measurements in Beijing.



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MAX–DOAS의

경우 미량기체 산출시 고도에 따른 민감도가 3 km 까지

는 매우 큰 반면에 그 이상의 고도에서는 미량기체 혼합

비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대기경계

층의 상한고도를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

을 수 있다.

Fig. 5는 지점관측기기로 측정된 지표에서의 이산화

질소 혼합비와MAX–DOAS로 산출된 0–1 km 공기층 내

의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두 값

들 사이의 상관계수(R)는 0.7로서 계산되었으며, 이 두

값들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로서는 지점관측장비의

경우 북경대에서 관측을 수행하였으므로 북경대 주변

의 이산화질소의 지표면 혼합비를 보여주는 반면

MAX–DOAS의 경우 관측가능거리와 MAX–DOAS 기

기사이 광경로 상에서의 이산화질소 평균 혼합비를 보

여주기에 측정영역에 따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MAX–DOAS로부터 산출되는 이산화질소 혼합비는

0–1 km 공기층 내의 평균 이산화질소 혼합비인 반면에

지점관측기기로 측정된 이산화질소 혼합비는 장비가

위치하고 있는 지표면 공기 중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나

타냄으로 그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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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series of NO2 vertical distributions retrieved by MAX–DOAS technique in Beijing on August 2006.

Fig. 5. Correlation between surface NO2 and mean NO2mixing
ratios within 0–1 layer measured by in–situ analyzer and
MAX–DOAS, respectively.



값들 사이의 상관계수가 0.7인 것은 그 상관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계산된 선형회기식에서의 경사

값이 0.29로 지표에서 측정된 이산화황의 혼합비보다

MAX–DOAS로 산출된 이산화황의 혼합비가 상대적으

로 매우 작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여름철 북경에

서는 이산화질소의 혼합비가 고도에 따라 급격하게 감

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MAX–DOAS를 이용하여 여름철 북경

시 고도별 이산화질소혼합비 변화를 산출하였으며,

MAX–DOAS로 산출된 0–1 km 공기층 내에서의 이산화

질소 혼합비와 지점관측장비로 측정된 이산화질소 혼

합비를 상호 비교하였다. 이산화질소 고도분포가 산출

된 9월 결과를 보면 몇 일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지

상에서의 이산화질소 혼합비가 매우 크며, 지상으로부

터 3 km 정도에서는그혼합비가매우작아지는것을확

인 할 수 있었다. 또한, MAX–DOAS로 산출된 0–1 km 공

기층 내에서의 이산화질소 혼합비와 지점관측장비로

측정된 이산화질소 혼합비를 상호 비교했을 때 두 값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두 값들 사이에 있어 차이가 나는 주요한 이유로

서는MAX–DOAS와 지점관측장비의 관측영역에서의

차이와 여름철 북경에서는 이산화질소의 혼합비가 고

도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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