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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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ource region of Asian dust, Dunhuang.
The linear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s are retrieved at the two receptor sites (Gosan and Osaka). The
highest linear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of 0.34 at 1020 nm is retrieved from nearly pure Asian dust.
The linear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decreased as the volume concentration of fine-mode particle
increased. We can confirm that the ratio of Asian dust is changed by the value of the linear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retrieved by AERONE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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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황사의 주요 발원지인 중국 북부 둔황지역에 선포토미터를 설치하여 440, 675, 870 그리고 1020

nm 채널에서 황사의 파장별 입자편광소멸도를 산출하였다. 이와 함께 발원한 황사가 장거리 수송과정에 위

치한 제주 고산과 일본 오사카에 설치된 선포토미터를 함께 분석하였다. 황사 발원지에서 1020 nm 파장에

서 입자편광소멸도가 0.3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초미세먼지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입자편광소

멸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선포토미터의 입자편광소멸도 산출을 통해 에어로졸에

서 황사의 구성 비율이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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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황사는 대표적 자연발생 대기 오염원으로 타클라마

칸, 고비사막, 황토고원 등 건조한 불모지에서 강한 바

람에 의해 대기 중으로 부유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발

원한 황사는 편서풍과 기압배치에 따른 이동형태에 따

라 중국본토 뿐만이 아닌 한반도, 일본 등 주변국에 영

향을 주고, 태평양을 횡단하여 북미대륙까지 영향을 주

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Husar et al., 2001). 황사 관측

에 있어 세계기상기구(WMO)는 목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관측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내에

서는 PM10이 300 μg/m3 이상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황사 발원지 발생확인을 병행하여 황사를 판정하고,

300 μg/m3 미만일 경우 하늘상태와 시정 등을 고려한

목측과 이동경로 확인, 황사발원지 발생확인등을 거쳐

황사를 판정한다(KMA, 2007). 하지만 이는 지상에서 관

측한 농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상층으로 통과하는 경우

정확한 황사 판별이 어렵다. 또한, 황사는 직경이 2.5 μm

~ 10 μm 사이에 조대입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장거리

이동하는 과정과 관측지 주변 환경에 따라 직경 2.5 μm

이하의 초미세먼지(미세입자군: Fine mode Particles)가

혼합되어 관측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황사 관측에 더

욱 어려움이 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인간이 흡입할 경우 코 점막에 걸

리지 않고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어 천식과 폐질환 유

병률 그로인한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식

물의 잎 표면에 침적되어 성장을 방해하고, 자동차와 건

출물 그리고 유적물 등에 퇴적되고 부식을 일으켜 심각

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황사를 구분하고

초미세먼지와 혼합률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

구과제가 되고 있다.

황사와 초미세먼지 모니터링에서 지점관측(In-situ)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시공간적 한계 극복을

위해 원격탐사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 중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e, LIDAR)를

통한 입자편광소멸도(Particle Depolarization Ratio)산출

은 광학적 방법으로 황사만의 고유 특징이 비구형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인자로 대기중 황사성분 산출에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Noh et al. 2012). 하지만, 라이

다의 경우 복잡한 고가의 장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으

로 제한적관측이 수행되고 있어 연속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선포토미터(AERONET sun/sky radiometer)는 장비

의 크기가 작아 설치와 이동이 쉽고외부전력공급이 필

요 없어 황사발원지와 같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선포토미터 데이터를 이용하여 관측된 대기

에어로졸의 종류를 구분하고 광학적 특성을 연구한 연

구는 많으나, 각 종류의 비를 산출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Dubovik et al., 2006, Russell et al., 2010).

최근 선포토미터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자편광소멸도

를 산출하는 방법(Lee et al., 2010; Muller et al., 2012)이 개

발되었지만, 이를 통한 대기 중 황사 구분연구에 활용

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관측활동이 어려운 황

사 발원지인 중국 둔황(Dunhuang)지역에 설치한 선포

토미터 자료 분석을 통해 황사성분의 입자편광소멸도

를 분석하고, 황사의 장거리 이동경로에 위치한 제주고

산과 일본 오사카에 설치된 선포토미터로부터 산출한

광학적 분석결과를 비교연구 하였다. 이를 통해 선포토

미터로 산출한 입자편광소멸 자료를 통해 대기 중 황사

를 구분과 혼합특성 구분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한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선포토미터 이용한 입자편광소멸도 산출

Kim et al.(2016)과 Lee et al.(2016)은 선포토미터로 입

자편광소멸도를 산출하는 방법과 라이다로 입자편광

소멸도를 산출한 결과 비교를 통해 선포토미터 입자편

광소멸도의 유용성 확인하고 자세한 산출방법을 제시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앞선 선포토미터 입자편광

소멸도 분석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Dubovik et al.(2006)은 편구(Oblate)와 장형(Prolate)의

형태를 가지는 입자를 표현하기 위한 Kernel 순람표 정

리를 바탕으로 황사입자와 같이 비구형적 외형을 가지

는황사입자의광학적특성구분이가능해졌다. 선포토미

터로 입자편광소멸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AERONET

inversion algorithm에Dubovik et al.(2006)이고안한Ker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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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람표를 적용한다. 여기서 Kernel 순람표는 황사입자

와 같이 편구(Oblate)와 장형(Prolate)의 형태를 가지는

비구형적 외형가지 입자들 정리한 표이다 . 여기서

Muller scattering matrix의 요소인 F11(λ)와 F22(λ)은 선포

토미터를 통해 산출한 입자크기와 굴절률에 대한 산란

각도별과 파장별 정보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F11(λ)
는 선편광(Linear polarization)파가 입자에 조사되어 산

란(Scattering)될 경우 산란세기(Scattering intensity)에 비

례관계를 갖는다.

이와 같이 여러 변수로부터 산란광 중 180°에서의

F11(λ)와 F22(λ)를 적용하여 입자편광소멸도 (δp)를 아래

의 식으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

    δp(λ) = × 100(%)     (1)

여기서, λ는 파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440,

675, 870, 그리고 1020 nm의 네 파장에서의 입자편광소

멸도를 산출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하여 AERONET

선포토미터로부터 산출된 1020 nm의 입자편광소멸도

와 라이다의 532 nm의 입자편광소멸도가 0.9 이상의 상

관계수로 높은 상관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2) AERONET 선포토미터 관측 지점

Fig. 1에 황사의 발원지인 고비사막과 타클라마칸사

막 사이에 위치한 중국 둔황(Dunhuang)에 설치된 선포

토미터 위치와 황사의 장거리 이동경로에 위치한 제주

고산(33.29˚N, 126.16˚E)과 일본 오사카(34.65˚N, 135.59˚E)

에 설치한 선포토미터의 위치를 나타냈다.

중국둔황에서 선포토미터 관측은 발원지에서 황사

관측을 위해 두 차례 관측이 수행되었다. 첫 번째 관측

은 40.04˚N, 94.79˚E위치에서 2001년 3, 4 그리고 5월에

관측을 수행하여 각월별 1, 2, 2일의 관측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관측은 40.49˚N, 94.95˚E 위치에

서 2012년 4월에 관측하여 4일치 관측 데이터를 확보 하

여 분석 하였다.

황사의 장거리 이동경로에 중에 선포토미터가 설치

된 제주 고산과 일본 오사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제

주 고산은 제주도 서쪽해안 인근에 위치하여 주변에 산

업시설과 인접한 인구밀집지역이 없어 자체 발생 오염

원이 매우 적은 청정지역으로 한국의 배경대기연구와

장거리 수송(Long range transport) 물질 연구를 위한 중

요 관측 지점이다. 일본 오사카는 제주 고산과 달리 일

본의 손꼽히는 대도시로 도시에서 발생된 자체 배출원

과 함께 장거리 수송된 황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

역적 특징을 보이는 지점이다.

3. 연구결과

Fig. 2에 중국둔황에서 2001년(1)과 2012년(2)에 분석

한 입자 입자편광소멸도(a), 단산란알베도(b), 입자크기

1 _ F22(λ, 180˚)/F11(λ, 180˚)
1 + F22(λ, 180˚)/F11(λ, 180˚)

Aerosol Optical Properties Retrieval and Separation of Asian Dust using AERONET Sun/Sky Radiometer Measurement at the Asian Dust Source Region

–247–

Fig. 1. AERONET observation sites. Asian dust source region(Dunhuang). Long-range transported area(Gosan, Osaka).



분포(c)를 각각 나타낸다.

Fig. 2(c1, c2)는 입자 직경에 따른 체적농도 분포를 나

타냈다. 중국 둔황에서 관측 기간 동안에 분석한 자료

모두 조대입자가 주된 분포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중국 둔황이 황사 발원지에 위치하고, 조대입자 중심의

입경별 농도분포는 황사입자의 전형적 특징으로 관측

일 모두 황사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a)를 살펴보면 두 관측기간 모두 파장이 증가

함에 따라 입자의 비구형 정도를 나타내는 입자편광소

멸도가 함께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Kim et al.(2016)의 선행연구에서도 1020 nm 파장에서 입

자편광소멸도가 라이다로 관측된 입자편광소멸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조

대입자로 구성된 황사가 자외선 파장 영역에서 산란효

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황사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1020 nm 파장의 입자편광소멸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관측인 2001년 3월 20일, 4월 29와 30일 5월 1

일과 11일에 1020 nm 파장의 입자편광소멸도 수치는

각각 0.28, 0.30, 0.29, 0.30 그리고 0.32를 보였다. 두 번째

관측인 2012년 4월 9, 26, 27, 28일에는 각각 0.31, 0.32,

0.34, 0.32로 나타나 비구형의 황사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1년 3월 20일 1020 nm 파장에서 입자편광소멸도

수치가 0.28로 다른 관측일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치

를 보였는데, 이는 황사 이외의 다른 성분의 입자가 유

입된 결과로 판단된다. Muller et al.(2012)의 연구에서 선

포토미터를 이용하여 1020 nm 파장에서 Saharan dust의

입자편광소멸도를 산출하였는데 수치가 0.27 ~ 0.30일

경우, 라이다 관측 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표부근에서 해

염입자와 오염입자가 함께 유입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Fig. 2(b)는 관측파장에 따른 단산란알베도(Single

Scattering Albedo = Scattering / Extinction, SSA)의 변화

를 보여준다. 단파장에서 장파장으로 갈수록 단산란알

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황사와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먼지입자(Dust

Particle)의 광학적 특성으로 나타난 현상이다(Russel et

al., 2010). 다만 , 검댕 (Soot)과 같이 광흡수성 (Light

Absorption) 높은 입자의 혼합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하는데, 2001년 4월 29일과 3월 20일의 경우 다른 관측

일보나 낮은 수치를 보임으로써 광흡수성이 높은 입자

가 혼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초미세먼지(미세입자군: Fine mode Particles)는 미세

먼지(조대입자군: Coarse mode particles)보다 체적농도

는 적지만 산란(scattering)과 흡수(absorption)에 따른 소

산계수(Extinction coefficient) 에 큰 변화를 주어 단산란

알베도를 변화 시킨다. 초미세먼지의 농도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Fig. 3을 통해 관측일별 초미세먼지의 농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입자편광

소멸도와 SSA가 상대적으로 낮은 2001년 3월 20일과 4

월 29일, 그리고 2012년 4월 26일과 28일의 경우 앞선 결

과들과 같이 초미세먼지농도가 다른 관측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2, No.3, 2016

–248–

Fig. 2. The linear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a), single-scattering
albedo(b), and size distribution(c). Left line(1) is the data
observed on 2001. Right line(2) is the data observed on
2012.



Fig. 2와 3의 결과는 발원지에서 관측된 입자편광소

멸도는 황사의 영향으로 입자편광소멸도가 높게 나타

나고, 황사에 초미세먼지가 혼합되면 입자편광소멸도

가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

황사에 초미세먼지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입자

편광소멸도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황사 이동

경로에 위치한 제주 고산 그리고 일본 오사카의 입자편

광소멸도 수치 비교하였다. 고산과 오사카의 데이터는

선행연구(Kim et al., 2016; Lee et al., 2016)에서 황사의 경

우로 볼 수 있는 1020 nm 파장에서 입자편광소멸도 0.25

이상 자료만을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Fig. 4는 둔황, 고산 그리고 오사카에서 입자편광소멸

도(a)와 단산란알베도(b)를 나타냈다. Fig. 4(a)에서 알

수 있듯이 입자편광소멸도는 발원지 둔황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고산과 오사카, 두 지점 간 입자편광소멸

도를 살펴보면 675, 870 그리고 1020 nm파장에서 서로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440 nm 파장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고산이 0.23으로 오사카의 0.18보다 높게 나타

났다. Fig. 4(b)에서 나타난 고산과 오사카에서 산출된

단산란알베도의 경우 둔황보다 낮게 나타났고, 특히 오

사카는 440, 675, 870 그리고 1020 nm 파장 각각 0.88,

0.95, 0.96, 0.9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입자편광소멸도와 단산란알베도가 지역적으로 차

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관측지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간

주될 수 있다. 고산은 인근지역에서 오염물질이 추가적

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배출원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황사와 장거리 수송과정 중 일부 유입된 입자의 영향이

나타나는 반면, 대도시인 오사카는 황사와 장거리 수송

과정 그리고 인근지역에서 생성된 광흡수성이 높은 성

분 입자가 더 많이 혼합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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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ize distribution focusing on fine-mode particle.

Fig. 4. The averaged linear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a) and single scattering albedo(b).



된다.

Fig. 5는 둔황, 고산 그리고 오사카에서 나타난 입경

별 농도분포로 조대입자 농도를 살펴보면 발원지에서

멀어질수록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황사의 이동 과

정 중 발생한 조대입자의 중력침강 (Gravitational

Sediment)으로 인해 농도가 감소한 반면, 초미세먼지는

황사의 수송과정 중 유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발원지와 장거리 이동 지역에서의 입경별 농도분포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지점에서 에어로졸 광학

적두께(Aerosol Optical Depth, AOD), 파장멱지수(Angstrom

Exponent), 전체부피농도(Total Particle volume concentration),

초미세먼지 농도, 조대입자 농도 그리고 조대입자 분율

(the ratio of coarse mode volume concentration)를 분석하

여 표 1에 나타냈다.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가 가장 높은 곳은 발원지인 둔

황, 가장 낮은 곳은 오사카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특정

한 관측 경우만을 표시한 것으로 어떠한 특징을 표시한

다고 할 수 없다. 파장멱지수는 발원지에서 낮은 수치

를 보이고, 고산 및 오사카에서는 각각 0.24와 0.26으로

발원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와

함께 발원지에서 조대입자 분율이 0.97과 0.94로 나타났

지만, 고산과 오사카에서는 0.89 더 낮은 수치를 보여 초

미세먼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처음으로 황사 발원지인 중국 둔황의 선포

토미터 관측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자편

광소멸도를 산출하고, 단산란알베도와 입경별 농도간

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또한, 황사의 이동지점에 위

치한 제주 고산과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관측데이터 비

교를 수행하였다.

발원지인 중국 둔황에서 1020 nm 파장에서 입자편광

소멸도가 0.29 ~ 0.34 수준을 보였다. 이와 함께 입경별

농도분포와 단산란알베도 분석을 통해 황사의 구성비

율이 높을수록 입자편광소멸도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초미세입지가 혼합되어 황사의 구성비율이 감소할수

록 입자편광소멸도 수치는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와 함께, 황사의 장거리 이동 지역에 위치한 고산과 오

사카 지역에서 황사에 초미세먼지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편광소멸도가 낮아지는 황사 발원지와 유사

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선포토미터로 산출한 입자편광

소멸도를 이용하여 황사를 구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발원지의 순수 황사의 입자편광소멸도를 산출

하고 미세먼지에서 황사분율 변화에 따른 입자편광소

멸도 수치를 정량화한다면, 입자편광소멸도로 미세먼

지에서 황사의 혼합특성을 산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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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average size distribution. The inside figure denotes
fine-mode size distribution.

Table 1. The average value of aerosol optical depth(τ) at 500 nm, Angstrom exponent(α, 440-870 nm), volume concentration(δ), and
the ratio of coarse mode volume concentration(δC/ δT)

τ(500 nm) α(440-870nm) δT1(μm3 /μm2) δF2(μm3 /μm2) δC3(μm3 /μm2) δC/ δT

DH 2012 1.05 ± 0.11 0.14 ± 0.02 0.69 ± 0.12 0.044 ± 0.007 0.65 ± 0.12 0.97
DH 2001 0.89 ± 0.31 0.04 ± 0.04 0.74 ± 0.33 0.022 ± 0.004 0.72 ± 0.33 0.94

Gosan 0.85 ± 0.17 0.24 ± 0.24 0.50 ± 0.12 0.054 ± 0.039 0.44 ± 0.13 0.89
Osaka 0.58 ± 0.15 0.26 ± 0.08 0.37 ± 0.10 0.039 ± 0.008 0.33 ± 0.09 0.89

1 Total particle, 2 Fine-mode particle, 3 Coarse-mode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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