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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present linear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at 440, 675, 870, and 1020 nm retrieved
from measurements with an AERONET sun/sky radiometer at Osaka, Japan. The retrieved data were
compared with lidar derived linear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at 532 nm at the same site. We find good
agreement between linear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s derived with Sun photometer and measured by
lidar except for those at 440 nm. The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between lidar derived data and sun/sky
radiometer derived data were 0.28, 0.81, 0.88, and 0.89 at 440, 675, 870, and 1020 nm, respectively. We
find that the linear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derived with sun/sky radiometer varies by the mixing
between Asian dust and pollution particles. As the mixing ratio of Asian dust and pollution particles is
increased, the linear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values are lower than the values of pure Asian dust. It
was confirmed by the value of single-scattering albedo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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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일본 오사카에서 AERONET 선포토미터로 관측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440, 675,

870, 1020 nm 파장에서의 입자 편광소멸도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결과는 같은 지역에서 측정된 라이다 자

료로부터 얻어진 532 nm에서의 입자 편광소멸도와 비교하였다. 두 값은 440 nm를 제외하고는 잘 일치되

는 결과를 보였고, 상관계수(R2)는 440, 675, 870, 1020 nm에서 각각 0.28, 0.81, 0.88 0.89의 값을 보였

다.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1020 nm에서의 입자 편광소멸도를 기준으로 값의 변화에 따른 입자의 혼합

정도를 확인하였을 때, 순수 황사의 경우 높은 편광소멸도를 보이고 오염입자가 혼합될수록 값이 낮아짐을

보였다. 이는 단산란 알베도와 입자 크기 분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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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산업활동과 화석 연료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인위적 오염입자들은 주로 2.5 μm이하의 크기

분포를 가지는 미세입자와 1 μm이하인 초미세먼지로

구성된다. 자연 발생적인 대기 에어로졸은 2.5 μm이하

의 미세입자와 2.5 μm이상의 조대입자에 동시에 분포

하지만 조대입자에 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봄에 주로 발생하는 황사의 경우는 주

로 1 μm이상의 입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대기 에어로

졸은 각자 구별되는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특성을 지

니고 있다. 하지만 대기 중에서의 에어로졸은 한 종류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혼합되어 분포

하며 종류별 혼합 정도에 따라 다른 광학적 특성을 가

진다(Noh et al., 2013a).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타 지역

에 비하여 대기 에어로졸의 발생량이 많고 다양한 종류

의 에어로졸이 발생한다. 또한 각 종류의 대기 에어로

졸이 혼합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이러

한 대기 에어로졸은 그 종류와 특징, 그리고 시공간적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에 광학적 특징을 종류별에 따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대기 에어로졸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태양광

의 흡수및 산란하는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광학적 특성에 따라 대기 에어로졸의 광학

적 특성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광

학적 특성에 따라 대기 에어로졸의 종류를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지구적으로 대기 에어로

졸의 광학적 특성 연구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를 산출하고 있는 것이AERONET sun/sky radiometer(이

하 선포토미터) 데이터이다. Russell et al.(2010)은 선포토

미터 데이터 중 파장에 따른 단산란 알베도 값의 변화

로부터 에어로졸의 종류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Russell이 제시한 방법은 각종 대기 오염물질과 황사가

혼합된 형태로 발생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적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황사와 황사 외 에어로졸로 구분하는데 가장 효율적

인 광학적 관측법은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e:

LIDAR)의 편광소멸도(Depolarization Ratio; δ)를 이용

하는 것이다(Noh et al., 2012). 선포토미터 데이터를 이

용하여 편광소멸도를 산출하는 방법은 현재 개발되어

있다(Lee et al., 2010; Muller et al., 2012). 하지만 선포토미

터 데이터로 산출된 편광소멸도를 이용하여 에어로졸

의 종류 구분에 적용한 예는 아직까지 없다.

본 연구는 일본 오사카 사이트에서 2010년부터 2014

년까지 관측된 선포토미터를 이용하여 편광소멸도를

산출하고, 산출된 결과를 같은 지역에서 관측된 라이다

자료로부터 산출된 편광소멸도와 직접 비교하여 그 차

이점을 확인하였다. 산출된 편광소멸도 값을 이용하여

대기 에어로졸의 종류 구분에 적용하였다.

2. 연구 방법

1) AERONET 선포토미터 데이터를 이용한 편광소멸도
산출

Dubovik et al.(2006)은 회전 타원체(oblate)와 장형

(prolate)의 형태를 가지는 입자를 표현하기 위한 kernel

순람표를 소개하였다. 이에따라 비구형성의 입자형태

를 가지고 있는 황사입자의 광학적 특성을 유추할 수 있

게 하였다. 이 kernel 순람표를 사용하면 선포토미터 데

이터로부터 편광소멸도를 산출할 수 있다. 편광소멸도

를 산출하는 방법은 아래에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Müller scattering matrix(Müller et al., 2012)의 요소인

F11(λ)와 F22(λ)는 선포토미터 데이터 중 입자크기분포

와 굴절률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 산란각도와 파장에 따

른 입자크기와 굴절률에 대한 정보는 선포토미터로 측

정된다. 편광이 되지 않은 빛이 조사되어 광산란을 일

으킬 경우 F11(λ)값은 산란광의 양에 비례한다. 편광소

멸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는 “aspect

ratio”로 지칭되는 가로 세로의 길이에 대한 비(종횡비)

이다. 대기 입자의 형태를 구형이 아닌 타원체(Spheroid)

의 혼합으로 가정하는 AERONET 분석 방법은 산란이

일정한 형태로 일어나게 됨으로 정해진 종횡비를 적용

한다 . 이와 같은 관계로부터 산란광 중 180°에서의

F11(λ)와 F22(λ)를 적용하여 입자 편광소멸도(δP)를 아래

의 식으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

   δp(λ) = × 100(%)     (1)

여기서, λ는 파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440,

1 _ F22(λ, 108˚)/F11(λ, 180˚)
1 + F22(λ, 108˚)/F11(λ,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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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870, 1020 nm의 네 파장에서의 편광소멸도를 산출

하였다.

2) 라이다 데이터로부터 편광소멸도 산출

본 연구에서는 라이다 자료로부터는 532 nm 파장에

서의 입자 편광소멸도(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δ P)를

산출하였다. 입자 편광소멸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체적 편광소멸도(Volume depolarization ratio,

δ )를 계산하여야 한다. 체적 편광소멸도는 라이다 시스

템의 532 nm 파장에서 방출되고 후방산란되어 들어오

는 선형 편광과 편광되지 않은 신호들의 비를 통하여 구

할 수 있고 다음의 식(2)과 같이 정의된다.

                          δ(z) =                            (2)

식(2)에서 PP와 PS는 고도(z)까지 각각 레이저 빔에서

방사되고 대기 에어로졸에 의해 후방산란 되어 돌아오

는 빛의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을 나타낸다. 레이저에서

조사되는 수직 방향으로 편광된 레이저 빔인 PP는 대기

에서 비구형 입자를 만나면 원래의 편광상태가 바뀌게

되는데, 편광이 변화된 산란광을 PS 로 표시하고 이 두

신호의 비를 일반적으로 편광소멸도라고 한다. 이와 같

은 방식으로 산출하게 되는 편광소멸도를 체적 편광소

멸도라고 하며, 이 값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 성분

뿐만 아니라 공기분자에 의한 산란 신호도 포함하고 있

으며, 대기 중 에어로졸 입자의 농도가 감소하면 그 값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값은 선포토미터로부터

산출되는 입자 편광소멸도와 구분되는 값이다. 따라서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라이다로부터 산출된 체적

편광소멸도를 입자 편광소멸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라

이다 자료로부터 산출되는 입자 편광소멸도는 공기 분

자만의 산란에 대한 입자와 공기분자 모두로부터 산란

되는 비인 후방산란비(Backscattering ratio, R)와 δ 를 이

용하여 산출할 수 있고, 이는 다음의 식(3)와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δp(z) =                        (3)

식(3)에서 δm 는 공기분자의 편광소멸도로서 본 연구

에는 Sakai et al.(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0.0049의 값을

사용하였다 R(z)는 고도 z에따른 후방산란비로서((βa +

βm)/ βm)의 식으로 표현되며, βa 와 βm 는 각각 에어로졸

에 의한 후방산란 계수와 공기분자에 의한 후방산란계

수를 나타낸다(Sakai et al. 2003).

선포토미터 데이터로부터 산출되는 입자 편광소멸

도는 지표면에서부터 대기층 전체에서의 에어로졸에

의한 영향을 전부 포함하는 반면 라이다로부터 산출되

는 입자 편광소멸도는 고도별 분포값을 가진다. 이 두

값을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는 고도별로 산출되는 라이

다로부터 산출된 입자 편광소멸도를 선포토미터와 같

은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식(4)로 라이다로부터 도출된 입자 편광소멸도(δP(z))를
대기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의 값(δP_L)으로 산출하였다.

                           δP_L = ∫0
z δP(z)Wdz                             (4)

여기서, W는 가중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아래의 식

(5)으로 산출할 수 있다.

                              W =                                (5)

대부분의 대기 에어로졸은 대기경계층 이내에서 분

포하고 높은 고도로 분포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6 km

이하의 고도에서 분포한다. 라이다 관측 자료는 대기 에

어로졸의 고도분포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

료를 이용하여 대기 에어로졸이 분포하는 상층 고도를

확인하고, 지표면부터 에어로졸이 분포하는 고도까지

의 후방산란계수를 적분하고, 각 고도의 후방산란계수

값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고도별 가중치를 산출하였

다. 산출된 값을 적분하여 선포토미터의 편광소멸도와

비교할 수 있는 라이다 편광소멸도를 산출하였다.

AERONET 선포토미터로 산출된 입자 편광소멸도

와 라이다로부터 산출된 대기 전체를 포함하는 입자 편

광소멸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δP_S와 δP_L로 표시하

였다.

Fig. 1은 2014년 4월 11일에 관측된 라이다 자료로부

터 산출된 고도별 입자 편광소멸도와 가중치가 적용된

고도별 입자 편광소멸도를 보여준다. 고도별 입자 편광

소멸도를 평균한 값은 0.153의 값을 보였으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은 0.243으로 높은 차이점을 보였다.

라이다로부터 산출되는 고도별 δP_L는 대기 중에 존재

하는 고도별 에어로졸의 양에 상관없이 입자의 비구형

성에 비례한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비구형 입자(예: 황

Ps(z)
Pp(z) + Ps(z)

δ(z)R(z) _ δm(z)
R(z) _ 1

βa

∫0
z βa(z)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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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존재할 경우, 입자의 농도가 낮더라고 δP_L는 비구형

성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높은 값을 보인다. 하지만, 선

포토미터 데이터로부터 산출된 δP_S는 고도별 분포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구형 입자와 비구형 입자가 혼

합되어 있을 경우에 입자별 농도와 고도별 분포의 차이

에 따라 그 값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가중치를

적용한 본 연구의 방식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3. 연구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의 오사카 지역(34.65N,

135.59E) AERONET 사이트에서 관측된 데이터를 분

석하여 δP_S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δP_S와 비교 분석을 위

하여 같은 지역에서 동 시간대에 관측된 라이다 자료를

확보하였다. 두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두 관측 장비로

부터 동시에 입자 편광소멸도가 산출된 234개의 분석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Fig. 2는 라이다로 산출된 532 nm에서의 δP_L와 선포

토미터로 산출된 440, 675, 870, 1020 nm에서의 δP_S를 비

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각 파장별 상관계수는 440, 675,

870, 1020 nm에서 각각 0.28, 0.81, 0.88, 0.89로 440 nm의

파장을 제외하고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리

고 다른 파장에서의 상관관계 값도 파장이 증가함에 따

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Müller et al.(2012)는 선포

토미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와 같은 네 파장에서 Saharan

dust의 편광소멸도를 산출하고 라이다로 측정된 355,

532, 1064 nm에서의 편광소멸도와 비교하였다. Saharan

dust는 440 nm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파장이 증가

함에 따라 편광소멸도도 증가하여 1020 nm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본 연구의 0.1 ~ 0.15 보다 높은 편

광소멸도의 파장별 변화와 일치하는 형태를 보였다. 하

지만 Fig. 2에서 라이다의 δP_L가 낮아짐에 따라 선포토

미터의 δP_S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낮은 영역대의

파장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줄었다. 440 nm에서

는 이러한 경향성과 일치되지 않는 형태를 보여준다. 이

는 선포토미터로 편광소멸도를 산출할 때 사용된 관측

입자의 굴절률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입

자의 굴절률은 입자의 특성에 따른 광산란 정도를 표시

하는 부분(Real part of refractive index)과 관측된 입자의

광흡수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Imaginary part of refractive

index)로 구성된다. 선포토미터로 산출하는 편광소멸도

는 일반적으로 Real part의 굴절률에 주요한 영향을 받

는다. Real part의 굴절률이 높을수록 편광소멸도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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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relation plot between depolarization ratio derived by
lidar and sunphotometer.

Fig. 1. Aerosol backscatter coefficient(black line) and linear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derived by lidar measurement
(gray line). The weighted depolarization ratio is also
shown in the figure as gray and dotted line. Just
averaged value of linear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is
0.153 and integrated value of weighted depolarization
ratio is 0.243.



은 값을 가진다. 여기에 Real part에 비하여 영향은 적지

만 Imaginary part의 굴절률은 낮은 값을 가질 때 편광소

멸도가 높은 값을 보여준다. 대기 중에서 광을 흡수하

는 특성을 가진 물질은 일반적으로 검댕으로 표현되는

‘black carbon’이다. 이 물질은 자외선 영역을 포함하여

전 파장대 영역에서 빛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진다. 다

른 또 하나의 물질은 산화철(Fe2O3)로 자외선 영역대와

짧은 파장대의 가시광선 영역대에서만 빛을 흡수하고

적외선 영역대로 갈수록 빛을 흡수하지 못한다. 순수 황

사 입자의 경우 Real part의 값은 파장대에 따라 비슷한

값을 보이나 Imaginary part는 440 nm에서 가장 낮은 값

을 보이고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가한다. 이러

한 특성의 영향으로 황사의 파장에 따른 편광소멸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황사 성분이 적은 낮은 편광소멸도 영역대에서는

440 nm의 δP_S는 δP_L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여 상관관계

와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이는 다른 파장대에 비하여 높

은 Real part의 굴절률 값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Fig. 3은 관측 기간 동안 측정된 440과 1020 nm에서의

δP_S와 500 nm에서의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Aerosol

Optical Depth; AOD)의 시계열 분포를 보여준다. 황사

는 주로 봄에 발생하여 3월부터 5월까지의 편광소멸도

가 두 파장 모두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그 외의 기간에

는 1020 nm파장에서의 δP_S는 낮은 값을 보였고 440 nm

파장에서의 δP_S는 0.1 이상의 값이 높은 값이 다수 발견

되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굴절률의 영향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포토미터로 산출된 네 파장에서의

δP_S 중 1020 nm의 δP_S가 라이다 δP_L와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선포토미터를 산출한

δP_S를 이용하여 대기 에어로졸의 종류 그리고/또는 입

자들의 혼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를 위하여 1020 nm의 δP_S를 가장 낮은 값부터 0.03의 간

격으로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데이터를 그룹화하였다.

Fig. 4는 각 그룹의 파장별 평균값과 각 그룹에 속하는

관측횟수를 보여준다. 1020 nm를 기준으로 δP_S가 0.14

미만에서는 440 nm에서의 δP_S가 다른 파장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인다. 0.14 이상부터는 440 nm δP_S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δP_S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굴절률의 차이로

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그룹에서의 단산란 알베도(Single-Scattering

Albedo : SSA)와 입자크기분포의 변화를 Fig. 5와 6을 통

하여 확인하였다. Fig. 5에서 편광소멸도가 0.14~0.3일

경우 파장 440 nm에서의 SSA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SSA도 증가하는경향을 보였다.

편광소멸도가 높은 값을 가질수록 파장 440 nm에서의

SSA와 다른 세 파장(675, 870, 1020 nm)에서의 SSA의 값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SSA가

증가하는 특징은 황사입자의 전형적인 형태이다(Noh

et al., 2013b).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황사의 주요 성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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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series of aerosol optical depth at 500 nm and depolarization ratio at 440 and 1020 nm derived by AERONET sun/sky
radiometer from January 2010 to June 2014.



산화철이 자외선 영역대와 낮은 파장대의 가시광선 영

역대에서 높은 광흡수 특성을 가지는데 파장이 낮을수

록 낮은 SSA를 보인다(Eck et al., 2005; Noh et al., 2012).

황사는 발원지에서 발생하여 이동 중에 각종 오염입자

와 혼합하게 되는데 그 혼합 정도에 따라 편광소멸도도

감소한다(Shin et al., 2014). Fig. 5에서 SSA 값이 0.139 이

하의 낮은 편광소멸도 값을 가질수록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SSA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 6은 Fig. 4, 5와 같은 그룹의 입자크기 분포를 보

여준다. 편광소멸도가 가장 높은 값을 보일 때 조대입

자의 크기분포는 증가하고 미세입자는 매우 작은 부분

만이 분포하고 있다. 편광소멸도가 감소할수록 조대입

자의 분포는 줄어들고 미세입자의 분포는 높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조대입자의 주요 성분은 황사이고

미세입자의 주요성분은 오염입자이다. 편광소멸도의

변화에 따라 각 입자분포가 일정한 형태로 달라지는 것

은 황사입자에 미세입자가 혼합되는 정도에 따라 편광

소멸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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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ingle scattering albedo averaged on 0.03 gap.

Fig. 4.  Grouped depolarization ratio based on 1020 nm with 0.03 gap.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처음으로 장기간에 걸친 라이다 및 선포토

미터로 측정된 편광소멸도를 비교 분석하여, 선포토미

터로 산출된 편광소멸도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네 파

장에서 산출된 선포토미터의 편광소멸도 중 440 nm 파

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파장에서는 R2 = 0.81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1020 nm 파장대는 R2 = 0.89

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다. 1020 nm에서의 편광

소멸도를 값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가장 높은

편광소멸도 영역에서는 조대입자가 주요한 입자 크기

분포를 보였다. 반면에 440 nm 파장대에서의 단산란 알

베도는 낮은 값을 보여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단산란 알

베도가 증가하는 순수 황사의 특징을 보였다. 편광소멸

도가 감소함에 따라 미세입자 분포가 증가하고, 단산란

알베도의 분포도 변화하는 특징을 보여 오염입자와 같

은 미세입자가 혼합됨에 따라 편광소멸도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선포토미터로 산출된 편광

소멸도를 이용하여 대기 에어로졸의 종류와 혼합 정도

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시아 지역

에 라이다 관측 지점이 제한되어 황사의 장거리 이동

에 따른 혼합 특성 연구에 제한이 있던 것을AERONET

선포토미터 관측 결과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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