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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correlations between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derived Aerosol Optical Depth (AOD) values and surface-level PM2.5 concentrations at Gosan,
Korea have been investigated. For this purpose, data from various instruments, such as satellite,
sunphotometer, Optical Particle Counter (OPC), and Micro Pulse Lidar (MPL) on 14-24 October 2009
were used. Direct comparison between sunphotometer measured AOD and surface-level PM2.5

concentrations showed a R2 = 0.48. Since the AERONET L2.0 data has significant number of observations
with high AOD values paired to low surface-level PM2.5 values, which were believed to be the effect of
thin cloud or Asian dust. Correlations between MODIS AOD and PM2.5 concentration were increased by
screening thin clouds and Asian dust cases by use of aerosol profile data on Micro-Pulse Lidar Network
(MPLNet) as R2 > 0.60. Our study clearly demonstrates that satellite derived AOD is a good surrogate for
monitoring atmospheric PM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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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제주 고산에서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로 산출된

Aerosol Optical Depth(AOD)와 지표면 PM2.5와의 상관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위성자료, 선포토

미터, Optical Particle Counter(OPC), Micro Pulse Lidar(MPL)자료가 사용되었다. 2009년 10월 14일부

터 24일까지 고산에서 측정된 선포토미터 L2.0자료와 PM2.5 자료의 초기 상관성 검토에서는 R2 = 0.48의

상관성을 보였지만 고산에서 측정된 Micro-Pulse Lidar Network(MPLNet)의 에어로졸 수직분포 데이터

–413–

Received June 22, 2016; Revised July 21, 2016; Accepted August 4, 2016.
† Corresponding Author: Youngmin Noh (nym@gist.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2, No.5, 2016, pp.413~421
http://dx.doi.org/10.7780/kjrs.2016.32.5.2

ISSN 1225-6161 ( Print )
ISSN 2287-9307 (Online)

Article



1. 서 론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입자의 공기학적

직경이 10 μm보다 작은 입자(Particles with an aerodynamic

diameter of less than 10 μm, PM10)와 2.5 μm보다 작은 입

자(Particles with an aerodynamic diameter of less than 2.5

μm, PM2.5)로 나뉘며 최근에는 1.0 μm 보다 작은 입자

(Particles with an aerodynamic diameter of less than 1.0 μm,

PM1.0)도 분류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태양빛의 복사강

제력을 변화시켜 직·간접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친다(IPCC 2013). 한반도는 주변 아시아 국가인 중국,

몽골, 러시아 등으로부터 발생한 고농도의 장거리 수송

미세먼지가 해마다 빈번히 발생한다. 장거리 수송된 미

세먼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더해져 시정

을 악화시키고 인체에 유해하며 산업활동에도 영향을

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1). 따라서 미세

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보건환경, 사회, 경제 전반의 피

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 산출 기술과 그에 대한 감시 기술 확보 및 광범위

한 장거리 미세먼지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

지만 현재의 지상, 지점 관측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관

측망은 정밀한 관측에 시·공간적으로 많은 한계를 보

이고 있다.

원격탐사 기법의 발전으로 미세먼지의 광학적 특성

의 측정이 가능해지고 환경탑재체인 극궤도 및 정지궤

도 위성이 다양해 지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정량적인

미세먼지 농도를 얻을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다(Chu et al., 2003; Wang and Christopher et al., 2003).

Van Donkelaar et al.(2006)은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와 Multi-angle Imaging

SpectroRadiometer(MISR) 센서로 측정된 에어로졸 광학

두께(Aerosol Optical Depth, AOD) 값으로 북아메리카

의 PM2.5 농도 분포를 산정 했으며 Canada(NAPS) and

the USA(AQS)에 있는 지표면 PM 관측망 자료와 비교

하여 신뢰할만한 수준의 자료를 생산했다. 유럽지역에

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미세먼지의 감시 기술을 대기

측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Chu et

al., 2003; Koelemeijer et al., 2006; Kacenelenbogen et al.,

2006; Gupta et al., 2006; Gupta et al., 2007). 또한, PM 농도

와 상대적 AOD 값에 대한 상관성에 대기 혼합층의 높

이와 상대습도가 영향을 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e.g., Gupta, 2006; Koelemeijer et al., 2006). 국내에서는

DRAGON-NE Asia 캠페인 동안 지상관측 기기인

AERONET 선포토미터에서의AOD 값으로부터 PM과

가장 상관관계가 있는 관계식을 찾아내는 연구가 있었

으며(Seo et al., 2015), 라이다(Lidar)의 미세먼지 수직 분

포를 위성자료의 AOD에 적용하여 지표면의 에어로졸

분포 만을 가지고 지표면 미세먼지 농도와 상관을 높이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Kim et al., 2016). 최근 원격탐사

를 이용하여 측정된 AOD를 미세먼지 농도로 환산하

여 환경적 영향 및 분포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표면 미세먼지 농

도와 광학적으로 측정된 AOD와의 상관성을 도출하여

제주도에서의 PM2.5의 농도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거리 수송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감시하기 적합한 배경농도 지역인 제주도 고산지역

(33˚17´N, 126˚10´E)을 선정하여 2009년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 측정 및 원격탐사 관측이 이뤄졌다.

고산의 관측장소는 해발 72 m 높이에서 제주도의 서쪽

끝에 있어 주변에서 대기 오염발생원이 거의 없는 지역

이다. 고산은 한반도 내륙 지역과 중국 상하이 지역으

로부터는 각각 100 km, 500 km 이상 떨어져 있고 산업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이 거의 없어 동아시

아 지역의 배경 대기농도 측정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지역은ACE-Asia 캠페인(Alfaro et al., 2003)

동안에는 장거리 수송 미세먼지에 관한 물리·화학적

이동에 관한 연구가 이뤄졌다. Fig. 1은 제주도 고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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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옅은 구름이나 황사의 영향을 제거한 후에는 상관성이 개선되어 R2 = 0.60 이상의 값이 산출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위성 자료로부터 측정된 AOD를 이용하여 대기 미세먼지 감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여 주었다.



역의 지리적 위치와 MODIS로 분석된 2009년 연평균

AOD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제주도 지역은 0.2 이하

의 낮은 연평균 AOD 값을 보여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NASA에서 운영하는 AErosol RObotic NETwork

(AERONET)의 선포토미터 (Sunphotometer) 자료는

1993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현재 전 지구적인 관측망을

구축하고 있다. 직달의 태양의 빛을 사용하며 다파장에

서의 AOD값을 제공 하고 있다. 선포토미터로 측정된

AOD는지표면에서부터대기최상층(Top Of Atmosphere,

TOA)까지 존재하는 광소산계수의 총합이며 입자상 오

염물질의 분포를 평가하는 간접적 농도 지표로 사용된

다. 고산지역에서는 낮 동안에 15분에 한 번씩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 빛의 파장별 소산계수를 측정하

여AOD를 산출하며 칼럼 단위 수증기량과 파장멱지수

(Ångström exponent)를 사용한 입자의 크기 분포를 추

정하여 AOD를 산출하고 있다. 선포토미터의 AOD는

구름의 영향이 제거된 데이터 검·보정 자료인 Level

2.0 자료를 NASA’s AERONET Data Synergy Tool(http://

aeronet.gsfc.nasa.gov/cgi-bin/bamgomas_interactive)에서

획득하였다(Holben et al., 1998). 선포토미터의 AOD 자

료는 지표면 미세먼지 농도와 비교하여 상관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MODIS Level 1B와 Level 2 collection 6은NASA의 the

Level 1 and Atmosphere Archive and Distribution System

(LAADS)(http://ladsweb.nascom.nasa.gov)에서 측정된

자료를 검색 및 획득하였고 L1B 자료는 RGB 영상과

1km의 AOD를 산출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때 산출 알

고리즘은 Lee and Kim(2010)에서 제시한 SaTellite Aerosol

Retrieval(STAR) 방법을 사용하였다. Level 2 collection 6

자료는 10 km 해상도의 AOD자료를 활용하였다. 미세

먼지 측정에 사용된 OPC의 PM2.5 1분간 평균자료를 사

용하였고 선포토미터의 AOD와 같은 시간에 MODIS

AOD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NASA/GSFC)의

구름 및 에어로졸 라이다(Lidar) 그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MPLNet는 전 세계적인MPL system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장기간 측정된 에어로졸 및 구름의 수

직적 분포와 높이를 제공하고 있다(Welton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PM2.5의 농도에 비해 AOD 값을 높게 하

는 옅은 구름의 영향과 상층부의 AOD를 높이는 황사

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산Gosan_SNU 사이트에

서 관측된MPLNET Level 1.5 data가 사용되었다(http://

mplnet.gsfc.nasa.gov). MPL 자료는 단일 파장(532 nm)의

후방 산란 계수를 10분 단위의 30 m 간격의 수직적 해

상도를 가지는 자료를 사용하였다(Fernald, 1984).

3. 연구결과

Fig. 2는 제주도 고산 지역에서 관측기간에 기상인자

인 풍속, 풍향, 상대습도, 온도를 나타내었다. 고산 지역

Estimation of surface-level PM2.5 concentration based on MODIS aerosol optical depth over Jeju, Korea

–415–

Fig. 1. Location of background monitoring site and averaged MODIS AOD over Gosan in 2009.



은 10 m/s가 넘는 북풍 계열의 강한 바람이 자주 불었고

2009년 10월 21일 이후 남풍 계열의 바람이 바뀌면서 바

람이 약해졌다. 해안지역의 영향으로 상대습도 범위는

20 % ~ 80 % 로 높은 편이며 일교차 또한 컸다. 특히, 상

대습도가 높아지면 미세먼지가 흡습성장(Hygroscopic

Growth)하여 입자의 크기가 커져 미세먼지 농도도 높

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PM2.5와 AOD와의 상관성

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다른 선행 연구(Kim et al.,

2016)에서는 흡습 성장 계수(Hygroscopic growth factor)

를 구해 AOD 값을 보정한 후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

서는 상대 습도에 따른 흡습 성장 계수를 고려하지는 않

았다. 이는 OPC로 PM2.5 관측 시 흡입구를 가열하지 않

는 상태로 측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흡습 성

장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3은 OPC로 관측된 PM2.5와 500 nm에서 관측된

선포토미터 AOD를 시계열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PM2.5와 선포토미터 AOD는 비슷한 변화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층부로 유입된 장거

리 수송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2009년 10월 22일과 23

일에는 지표면에서 관측된 PM2.5에 비해 AOD 값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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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ily time-series of wind speed, wind direction, RH, and Temperature at Gosan in Jeju.

Fig. 3. Daily time-series of PM2.5(black line) and sunphotometer AOD at 500 nm(open circle) at Gosan in Jeju.



은 날이 종종 발생했다.

Table 1은 관측기간의 전체적인 통계적 분석값을 보

여준다. 고산지역에서의 시간당 AOD의 평균값은 0.26,

중간값 0.22로 0.3 이하의 낮은 값을 보였고 AOD 범위

는 최소 0.07부터 최고 0.98로 넓은 분포를 보였다. PM2.5

은 시간당 평균값 17.0 μg/m3, 중간값 15.2 μg/m3으로 전

체적으로 3.6 ~ 104.3 μg/m3의 분포를 보였다. PM2.5 최

대값인 104.3 μg/m3은 황사가 발생한 2009년 10월 19일

에 관측되었다.

Fig. 4는 MODIS L1B에서부터 합성된 RGB 영상과

MODIS L2 AOD를 2009년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일

별로 나타낸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매연, 연무, 구름

맑은 하늘이 섞여 있고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발

생한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까지 장거리 수송되는 경

Estimation of surface-level PM2.5 concentration based on MODIS aerosol optical depth over Je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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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istical overview of AOD PM2.5 data obtained during
the study

AOD PM2.5(µg/m3)
Mean 0.26 17.0
Median 0.22 15.2
N 173 3057
Min 0.07 3.6
Max 0.98 104.3

Fig. 4. MODIS RGB and Level 2 AOD images, 14-23 October 2009.



향이 있다. 2009년 10월 15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부터

상해지역까지 MODIS로 AOD값이 1.0이 넘는 높은 농

도를 보였고 10월 16 ~ 17일에는 중국 동부지역에서 발

생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장거리 수송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0월 18일은 한반도 대부분이 0.3이하의

낮은 AOD를 보여 맑은 날을 보였다. 10월 19일에는 중

국에서 발생한 가을 황사가 서해와 제주도 지역을 노란

색 띠를 이루며 지나가는 것을 MODIS RGB 영상으로

부터 확인 되었고, MODIS AOD 값은 1.0이 넘었다. 10

월 20일은 중국 북경을 중심으로 AOD가 다시 높아졌

고 10월 21일부터 23일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연

무가 한반도 남쪽 지역을 지나가다 점차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측 되었다.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2, No.5, 2016

–418–

Fig. 6. Estimated PM2.5 distribution(μg/m3) from MODIS Level 2 AOD(left) and STAR AOD(Right) over Jeju.

Fig. 5. Correlation between PM2.5 and sunphotometer AOD at
Gosan after screening for residual cloud contamination
and Asian dust in the AERONET AOD measurement
based on the MPL.



Fig. 5는 2009년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선포토미터

로 측정된 AOD 값과 동일한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측

정된OPC의 지표면 PM2.5값과 비교한 상관성 결과를 보

여준다. 초기 비교에서는 R2 = 0.48의 상관성을 보였다.

MPLNET 라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 중 높이 2 km

~10 km에 존재하는 옅은 구름을 주변 대기 대비 후방산

란신호의 세기의 상대적인 비를 적용하여 탐지하였고,

1 km 이상 높이에서 장거리 수송되는 미세먼지를 선별

적으로 제거하자 상관성이 R2 = 0.61로 개선되었다.

고산에서 MODIS AOD 값과 PM2.5 상관성을 이용하

여 제주도 주변 지역의 10 km와 1 km의 지표면 PM2.5 분

포로 확대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포토미터의 AOD

값을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에 ±30분을 평균하여 비

교·검증하였고MODIS L2 AOD 및 STAR 알고리즘으

로 분석된 AOD와 AERONET의 상관성(R2 = 0.94)이

높았다. 제주도 지역의 PM2.5는 1차 선형 회귀 방정식에

의해 측정된 AOD값에 약 52.7배의 값을 가졌다. 최종

적으로 MODIS AOD를 1차 선형 회귀 방정식에 의해

지표면 PM2.5 농도로 전환하여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0~50 μg/m3로 나타냈다(Fig. 6). 왼쪽은 MODIS Level 2

의 AOD를 10 km 해상도를 가지는 PM2.5의 분포이며 오

른쪽은 STAR 알고리즘 AOD로 분석된 1 km 해상도를

가지는 지표면 PM2.5의 분포이다. 2009년 10월 14일의

경우 MODIS PM2.5는 10 μg/m3 이하의 맑은 날을 보였

지만 STAR PM2.5 의 경우에는 제주지역 주변의 PM2.5 의

농도가 20 μg/m3 이상을 기록하여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09년 10월 15일, 10월 18일, 10월 20일에는 MODIS와

STAR로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

다. 10월 19일에는 제주도로 지나가는 황사가 감지되어

제주도 주변의 PM2.5가 50 μg/m3 이상으로 다소 높았다.

황사 발생일 이후에 10월 21부터 23일까지의 중국으로

부터 장거리 수송되는 연무가 발생하여 높은 PM2.5를

기록하였다.

4. 요약 및 결론

고산지역은 중국에서 장거리 수송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시·공간적 대기질의 감시를

위해서는 지상관측 및 인공위성을 이용한 관측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농도 지역인 고산에서 측정

된 선포토미터로 산출된 AOD와 OPC로 측정된 PM2.5

의 1차 회귀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MODIS level 2 AOD

로 분석된 지표면 PM2.5와 STAR 알고리즘으로 분석된

지표면 PM2.5 농도를 추정 하였다. 먼저, 선포토미터에

서 측정된 AOD 값을 정확하게 보정하게 위해는 MPL

의 후방산란계수를 이용하였다. 대기 중 옅은 구름 및

상층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PM2.5 농도보다 상대적으

로 높은 AOD를 보이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대기 상층

부로 지나가는 황사의 경우도 보정하여 상관성을 높이

도록 하였다. 이에 OPC로 측정된 지표면 PM2.5 농도와

선포토미터로 측정된 AOD와의 상관관계가 초기값이

R2 = 0.48로 나타났고 보정 후에는 보다 향상된 상관성

R2 = 0.61을 보였고 PM2.5 =52.7·AOD+0.33의 1차 선형

회귀 방정식 결과를 얻었다. 이를 위성자료의 AOD를

이용하여 지표면 PM2.5를 추정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관

측 동안 MODIS로 측정된 Level 2 10 km 해상도 AOD

및 STAR 알고리즘으로 분석된 1 km 해상도 AOD와 선

포토미터로 측정된AOD와의 상관성이 높아 제주 전체

지역의 황사 발생일(2009년 10월 19일), 연무 발생일

(2009년 10월 17일, 21~23일)에 PM2.5 분석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지역적 시공간

적 미세먼지를 원격탐사로 분석 및 감시를 가능하게 하

고 인공위성의 활용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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