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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CI 자료를 이용한 고해상도 에어로졸 광학 깊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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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of Aerosol Optical Depth with High Spatial Resolution using GOCI Data

Seoyoung Lee*, Myungje Choi*, Jhoon Kim*†, Mijin Kim* and Hyunkwang Lim*
*Department of Atmospheric Sciences, Yonsei University

Abstract : Despite of large demand for high spatial resolution products of aerosol properties from
satellite remote sensing, it has been very difficult due to the weak signal by a single pixel and higher noise
from clouds. In this study, aerosol retrieval algorithm with the high spatial resolution (500 m × 500 m)
was developed using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data during the Korea-US Air Quality
(KORUS-AQ) period in May-June, 2016. Currently, conventional GOCI Yonsei aerosol retrieval (YAER)
algorithm provides 6 km × 6 km spatial resolution product. The algorithm was tested for its best possible
resolution of 500 m product based on GOCI YAER version 2 algorithm. With the new additional cloud
masking, aerosol optical depth (AOD) is retrieved using the inversion method, aerosol model, and lookup
table as in the GOCI YAER algorithm. In some cases, 500 m AOD shows consistent horizontal distribution
and magnitude of AOD compared to the 6 km AOD. However, the 500 m AOD has more retrieved pixels
than 6 km AOD because of its higher spatial resolution. As a result, the 500 m AOD exists around small
clouds and shows finer features of AOD. To validate the accuracy of 500 m AOD, we used dataset from
ground-based Aerosol Robotic Network (AERONET) sunphotometer over Korea. Even with the spatial
resolution of 500 m, 500 m AOD show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0.76 against AERONET, and the
ratio within Expected Error (EE) of 51.1%, which are comparable to the results of 6 km AOD.
Key Words : aerosol optical depth, high spatial resolution, GOCI, aerosol retrieval algorithm

요약 : 위성을 이용한 에어로졸 원격탐사에서 높은 공간해상도의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에도 그동안

단일화소가 갖는 물리적인 에어로졸 신호의 약화와 구름 등에 의한 오차 증가로 인해 산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GOCI 자료를 이용하여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캠페인 기간인 2016년 5, 6월

에 대해 GOCI의 최대 공간 해상도인 500 m에서 고해상도 에어로졸 광학 깊이를 산출하였다. 기존의 GOCI

알고리즘은 6 km 해상도로 에어로졸 산출물을 제공해왔으며,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산출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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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 중 에어로졸은 직접적으로 태양 복사를 산란 또

는 흡수시켜 다양한 지표 및 해양 관련 원격탐사 산출

물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에어로졸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구름과의 상호작용을 통하

여 간접적으로 복사강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IPCC, 2013). 뿐만 아니라 대기 중 에어로졸

은 시정을 악화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Wang et al. 2009; Zanobetti and Schwartz, 2009). 따

라서 많은 위성들의 원격탐사를 이용한 에어로졸 정보

산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Kim et al., 2007; Levy et al.,

2013; Torres et al., 2007), 이 자료들은 에어로졸이 기후

변화 및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어졌다. 위성을 통한 에어로졸 원격 관측은 지상

관측에 비해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넓은 지역에 대

한 관측이 가능하고, 하나의 기기로 장기간 관측이 가

능하기에 에어로졸 분석 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동안 저궤도 위성에 탑재된 MODerate resolution

ImagingSpectroradiometer (MODIS),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VIIRS),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 등의 센서로부터 자외선, 가시광 및 적외선 채널

들을 이용하여 에어로졸 특성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Kim et al., 2007; Hsu et al., 2013; Levy et al.,

2013; Torres et al., 2007). 더 나아가, 정지궤도 위성에 탑

재된 해양 및 기상 탑재체에서도 하루에 여러 번 관측

을 수행하여 에어로졸 산출물이 제공되고 있다(Kim et

al., 2008; Kim et al., 2014; Kim et al., 2016; Choi et al., 2017).

그 중 하나인 천리안 위성에 탑재된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

아시아 지역을 관측하여 하루 8번, 1시간 간격으로 에어

로졸 산출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정확도는 지상 광

학 관측망인 Aerosol Robotic Network (AERONET)과

비교하여 상관계수 0.8 이상을 보이고 있다(Choi et al.,

2016; Choi et al., 2017).

앞서 언급한 에어로졸 산출물들은 에어로졸의 신호

를 강화하고 산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위성에

서 관측되는 화소를 여러 개 합친 공간 해상도로 제공

된다(Remer et al., 2013). 예를 들어 MODIS와 GOCI에

어로졸 산출물의 경우, 복사 휘도 관측 값의 원 해상도

가 500 m이지만 최종 산출물은 각각 10 km, 6 km의 공

간 해상도를 가진다. 기존의 MODIS 10 km AOD는 기

후 연구에 최적화된 해상도에 해당하며, 이러한 병합 과

정은 구름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산출물의 정확도를 높

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Remer et al., 2013). 그러나 10 km

해상도 자료는 도시구역별 규모의 오염원(Li et al., 2005),

작은 규모의 화재(Lyapustin et al., 2011) 등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외에도 보건 환경 분야에서는 미

세먼지가 대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코호트

연구를 위하여, 보다 높은 공간해상도의 자료를 요구한

다(Lim et al., 2013). 따라서 도심과 같이 인구 밀도가 높

은 특정 지역이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될 때 그 피해상황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위성 에어로졸 산출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Hu et al., 2014).

본래 제공되고 있던 위성 산출물의 해상도는 작은 공

간 규모의 대기질 분석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MODIS

의 경우 10 km 산출물 이외에 3 km 해상도의 산출물

이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다(Remer et al., 2013). 또한

Multi-angle Imaging SpectroRadiometer (MISR)의 경우

17.6 km로 제공되던 에어로졸 광학 특성을 최근 4.4 km

해상도에서 산출하는 시도를 하였다(Garay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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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기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에어로졸 모형, 조견표 구성 및 역추산 과정은 동일하게 이용되었으나,

높은 해상도에서의 구름 제거 방법이 개선되었다. 그 결과,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6 km 산출물과 비교하였

을 때 500 m 산출물의 분포 및 크기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공간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화소에 대

하여 산출되었다. 이에 따라 작은 규모의 구름 주위에서도 산출이 되었고, 에어로졸의 공간적인 변화를 세밀

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지상 관측 장비와 비교를 하였을 때 공간해상도가 크게 좋아

졌음에도 상관 계수가 0.76, 기대 오차 내에 들어오는 비율이 51.1%로 6 km 산출물과 유사한 검증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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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MODIS자료의 여러 관측 각도에 관한 정보

를 이용하여 1 km해상도에서 에어로졸 산출을 시도한

Multiangle implementation of atmospheric correction

(MAIAC) 알고리즘도 개발되었다(Lyapustin et al., 2011).

이러한 고해상도 에어로졸 자료는 지상의 미세먼지 농

도 산출 연구에 이용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 세밀한 미

세먼지 농도 분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Hu et al., 2014).

그러나 Remer et al.(2013)과 Garay et al.(2017)은 고해

상도 산출물의 경우 구름에 의한 영향이 남아있을 수

있어, 그 정확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Choi et al.(2017)은 500 m화소 병합 개수에 따른 6

km해상도의 GOCI AOD산출 정확도 변화를 분석하

였다. 500 m화소에는잡음이많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

적어도 46개를 병합해야 일정 수준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 결론이었다. 이처럼 높은 공간해상도의

에어로졸 산출물을 제공하는 것은 구름 등으로 인한 잡

음 제거에 있어 도전적인 과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구름 제거 과정을 포함하여,

GOCI자료를 통해 원 해상도인 500 m의 공간해상도에

서 에어로졸 광학 깊이(Aerosol Optical Depth, AOD)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2016년 5-6월에 수행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캠페인(Korea-United States Air

Quality, KORUS-AQ)의 집중 관측 캠페인 기간에는 산

출물을 검증할 수 있는 다수의 지상관측장비가 운용되

었기 때문에, 동기간의GOCI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결

과들은 캠페인 기간의 고해상도 산출자료를 대상으로

지상관측장비와의 검증되었으며, 사례 별 통계 분석이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절에서 사용된 자료와 알

고리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3절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토의,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 결론

을 정리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하였다.

2. 연구자료 및 알고리즘

1) 연구자료

GOCI는 2010년 발사된 정지궤도 위성에 탑재된 해

색센서로서 동아시아 영역을 한 시간 간격으로 00:30

UTC부터 07:30 UTC까지 일 8회 관측하고 있다. GOCI

는 500 m× 500 m의 공간 해상도에서 가시 및 근적외

영역의 8개 채널(412, 443, 490, 555, 660, 680, 745, 865 nm)

에 대해 관측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5월 1일

부터 6월 12일까지 수행된 KORUS-AQ캠페인 기간 동

안 관측된 GOCI자료를 이용하여 고해상도 에어로졸

산출을 시도하였다.

또한위캠페인기간동안에는많은지상관측장비들이

높은 공간해상도로 배치되어, 검증을 위해 운영되었다.

Aerosol Robotic Network (AERONET)은 지상원격측정

장비 Sunphotometer를 이용한 에어로졸 관측 네트워크

이다(Holben et al., 1998). 440 nm이상의 파장 대역에서

AOD오차범위(uncertainty)가<±0.01로알려져있기때

문에(Holben et al., 1998; Eck et al., 1999), 위성에서 산출된

에어로졸 정보의 검증에 주로 이용되어 왔다. KORUS-

AQ캠페인 기간 동안 19대의 Sunphotometer가 한반도

내에서 운용되었으며, 고해상도 산출물 검증을 위해 이

용되었다.

2) GOCI 6 km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

GOCI자료가 배포되기 시작한 이래로 이를 이용한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으며, 정확도를 개

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Lee et al., 2010; Lee et

al., 2012; Choi et al., 2016; Choi et al., 2017). GOCI에어로

졸 산출 알고리즘에서는 우선적으로 구름과 눈, 밝은 지

표 등 에어로졸을 산출하기에 부적합한 화소를 제거한

후 6 km해상도로 화소를 병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후 해양과 육지로 화소를 구분하여 지표면 반사도를 산

정한다. 육지에서는 최소 반사도법을 통해 계산된 지표

면 반사도를, 해양 위에서는 풍속을 고려한 Fresnel해수

면 반사도를 이용하고 있다(Cox and Munk, 1954). 최종

적으로 역산출과정에서는 복사 전달 모델을 이용하여

미리 계산된 조견표와 관측된 대기 상한 반사도의 비교

를 통해, 파장에 따른 표준 편차가 작은 에어로졸 모형

을 선택하여 AOD를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GOCI에어로졸산출알고리즘의내용은Choi et al.(2017)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3) GOCI 500 m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

GOCI 500 m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은 6 km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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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다. 두 산출 알고리즘 간

의 큰 차이는 화소를 병합하는 단계의 포함 유무 및 구

름 제거 과정에 있다. 두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비교하

여 Fig. 1에 나타냈다. 그림에서 주황색과 하늘색 상자

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산출 해상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행된다. 지표면 반사도 산출 시

가정, 500 m해상도에서의 구름 화소 제거 방법, 그리고

역추산 과정은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견

표를 이용한다.

6 km공간해상도 산출물의 경우, 산출에 불필요한 화

소들을 제거한 후, 대기 상한 반사도의 값이 20 퍼센타

일 이상 60 퍼센타일 미만에 해당하는 화소들을 6 km

해상도로 평균하여 산출에 이용해왔다. 이는 오차화소

의 제거 후에도 남아있는 구름의 영향이나 구름에 의한

그림자 등을 추가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다(Choi

et al., 2016). 이 과정에서 산출에 이용될 수 있는 최대 화

소 수는 58개이며(144개×0.4), 6 km해상도 화소의 대

표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144개 중 72개 이상의 화소가

존재할 때만 6 km로 병합 과정이 수행된다. 따라서 산

출에 이용될 수 있는 최소 화소 수는 72개×0.4 = 29개

이다. 화소들의 병합 과정에서 46개 이상의 화소를 이용

하여 산출하였 때, AERONET AOD와 비교하여 편차

가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500 m산출물은 화소를 병합하는 과정이 없

기 때문에 구름에 의한 영향이 잔류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구름 제거 과정을 수행하여 구름에 의한 오차

를 줄이고자 하였고, 그 과정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두 차례의 구름 제거 과정 중 첫 번째는, Ishida et al.(2011)

에서 제시한 해양 위에서의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기반 구름 제거 과

정이다. 일반적으로 정규식생지수는 근적외 채널과 가

시광 채널의 반사도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정규식생지

수는 아래의 식 (1)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며, 여기서

ρTOA는 대기상한 반사도를 의미한다.

        NDVI =            (1)

다음으로 공간적 불균질성(Hsu et al., 2013; Choi et al.,

2017)을 이용한 구름 제거를 수행하여 구름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이때, 6 km해상

도의 산출 과정에서 이용된 값과는 다른 경계 값이 이

용되었다. 6 km산출물의 경우 대기 상한 반사도의 값

이 20 퍼센타일 이상 60 퍼센타일 미만에 해당하는 화소

들을 6 km해상도로 평균한 값을 경계값과 비교하여 구

름 제거를 수행한다. 그러나 500 m산출물의 경우 구름

제거를 수행하고자 하는 화소와 그 주위에 위치하는 화

소들(11×11개)의 대기 상한 반사도를 이용하기 때문

에, 6 km산출에 이용된 경계값과 다르게 설정할 필요

가 있다. 추가적인 구름 제거 과정에서의 기준 값을 설

정할 때는, 에어로졸 신호가 구름 신호로 오인되어 제

거되는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ρTOA (865 nm) – ρTOA (660 nm)
ρTOA (865 nm) + ρTOA (66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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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the GOCI Yonsei aerosol retrieval algorithm
in 6 km and 500 m spatial resolution.

Table 1.  Additional cloud masking in 500 m aerosol retrieval algorithm

Resolution Conditions Classifications Reference
500 × 500 m2 NDVI > -0.13 Cloud over ocean Ishida et al.(2011)

6 × 6 km2
Stddev of TOA reflectance at 412 nm 

> 0.003 and mean TOA reflectance at 412 nm 
in 11 by 11 pixels > 0.27

Cloud over land and ocean Choi et al.(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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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1) 500 m 산출물 예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ORUS-AQ캠페인 기간 동

안 한반도와 그 주위 해역을 포함하는 영역에 대하여

500 m해상도 산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Fig. 2와 Fig.

3은 각각 2016년 5월 25일 04:30 UTC와 2016년 6월 5일

05:30 UTC의 500 m와 6 km산출물의 예시이다. 5월 25일

은 중국에서 출발한 에어로졸이 서해를 지나 한반도로

유입되는, KORUS-AQ기간의 대표적인 장거리 수송

사례이다. Fig. 2의 6 km와 500 m해상도의 AOD분포

에서 서해 상의 에어로졸이 한반도로 유입되는 모습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6 km와 500 m산출물은 유사한 에

어로졸 농도 및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두 산출물 알고리즘이 해상도 및 화소를 병합하는 방법

이외에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00 m산출

물은 6 km산출물보다 더욱 세밀한 AOD의 공간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Fig. 3은 작은 규모의 구름이 존재할

때 두 해상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육지 위에서 6 km산

출물에 비해 500 m산출물이 보다 많은 화소에서 에어

로졸 농도 산출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구름 가장자리

부분 혹은 구름 사이의 작은 규모 화소에서 AOD값이

존재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500 m산출물의 경

우 구름 가장자리에서 구름 제거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6 km산출물에 비해 다소 높은 AOD값을 보인다.

Fig. 4는 해상도에 따른 산출물 개수 및 분포의 차이

GOCI 자료를 이용한 고해상도 에어로졸 광학 깊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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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s Fig. 2 except for 5 June 2016 at 05:30 UTC.

Fig. 2.  Aerosol optical depth at 550 nm retrieved using the GOCI-YAER algorithm on 25 May
2016 at 04:30 UTC. Left: AOD of the 6 km resolution. Right: AOD of the 500 m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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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기 위하여 AERONET이 위치한 위도의 에어

로졸 농도 변화를 경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ig. 4(a)

와 Fig. 4(b)의 날짜는 각각 Fig. 2와 Fig. 3의 사례와 일치

하며, AERONET이 설치된 익산과 안면도 측정소 위도

의 AOD를 나타낸다. 그림을 통해 6 km산출물에 비해

500 m산출물이 많은 지역에서 AOD값이 존재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Fig. 4(a)에서 특히 두

드러진다. AERONET측정소 부근에서 6 km산출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500 m산출물은 그 값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다만 500 m산출물이 나타내는 공간 변동성에

는 구름 가장자리에서의 불완전한 구름 제거, 육지 지

표면 반사도의 화소간 변화 등이 기여했을 수 있으므로,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 지상 관측 장비와의 검증

이어서 고해상도 산출물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AERONET AOD와의 비교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Fig.

5는 KORUS-AQ캠페인 기간 동안 관측된 AERONET

Level 2.0 자료를 이용하여 6 km, 500 m산출물을 검증한

결과이다. 검증은 한반도 내에 위치한 19개의 측정소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Fig. 5(a)는 6 km산출물에 관한 결

과, Fig. 5(b)와 Fig. 5(c)는 500 m산출물에 대한 검증 결

과이다.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AERONET AOD와

GOCI AOD의 시·공간적 일치(collocation)를 이루었다.

먼저, Fig. 5(a)와 Fig. 5(b)에 제시된 GOCI AOD는 지상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25 km이내에 위

치 하 는 GOCI 화 소 의 AOD를 평 균 한 값 이 고 ,

AERONET AOD는GOCI관측 시간 전후 30분 이내에

관측된 AERONET AOD를 평균한 값이다. 그리고 Fig.

5(c)는 지상 관측 장비가 위치한 GOCI화소의 AOD와

GOCI관측 시간 전후 10분 이내에 관측된 AERONET

AOD의 평균 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동일한 검증 기준을 설정하였을 때 6 km산출물의 상

관 계수는 0.828, 500 m산출물의 상관 계수는 0.764로,

500 m산출물이 크지 않은 차이로 낮은 값을 보였다. 평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6-1, 2017

– 966 –

Fig. 5.  Comparison of AOD between AERONET and (a) GOCI YAER 6 km AOD, (b, c) 500 m AOD. (a, b) GOCI AOD pixels located
within 25 km radius circle around AERONET site are averaged and AERONET observations within 30 minutes around GOCI
observation time are averaged. (c) Averaged AERONET AOD within each GOCI pixel and 10 minutes around GOCI
observation time is compared with GOCI AOD.

Fig. 4.  Zonal variations of 500 m and 6 km AOD at the latitudes
of AERONET sites: (a) KORUS_Iksan (Latitude=35.96°N,
Longitude=127.00°E) and (b) Anmyon (Latitude=36.54°N,
Longitude=126.33°E). AERONET AOD is shown with
yellow filled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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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제곱근 편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6 km

산출물의 경우 0.153이었던 것에 비해 500 m산출물은

0.17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해상도 산출물의 경우 육

지 위에서 구름 제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대 오차(Expected

Error, EE)보다 작은 오차를 가지는 산출 포인트의 비율

은 각각 50.1%과 51.1%로, 500 m산출물의 경우가 다소

높았다. 기대 오차로는 MODIS Dark Target팀의 기준

값(Remer et al., 2005)이 이용되었다.

검증포인트수는 6 km해상도에서 500 m해상도로높

였을 때, 3,165개에서 3,205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기서

의 자료산출 화소의 숫자는, Fig. 5(a)와 Fig. 5(b)에 제시된

GOCI AOD값이 AERONET위치로부터 반경 25 km

이내에 위치하는 화소의AOD값을 평균한 것이기 때문

에, 그 산출화소 숫자의 증분은 해상도가 6 km에서 500

m로 증가할 때의 전체 화소 수 증가량을 직접적으로 대

변하지 못한다. 평균 과정에 이용된 500 m해상도의 전

체 화소 수는 6 km해상도의 경우보다 약 140배 더 많다.

Fig. 5(c)는 500m해상도GOCI산출자료의AERONET

과의 10분 이내의 자료들의 비교결과, 상관 계수 0.785,

RMSE 0.158의 검증 결과를 보인다. 30분 이내의 자료

와 검증한 Fig. 5(b)와 비교하여 상관 계수는 증가, RMSE

는 감소한 값이다. GOCI에 비해 구름 제거가 정확한

AERONET의 주변영역만을 포함한 GOCI화소만 검

증에 이용했기 때문에 구름에 의한 오염이 적게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종합해보자면, 고

해상도 산출물의 경우 6 km산출물과 유사한 정확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료 수 또한 많다고 볼 수 있다.

3) 캠페인 기간 중 통계

Fig. 6은 캠페인 기간 동안의 산출물에 대해 육지와

해양을 나누어 상대적인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상대적인 히스토그램은 산출 빈도의 절대값을 빈도의

총합으로 나눈 것이며, 두 해상도의 산출물이 서로 다

른 자료 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용되었다. 해양 위에서

500 m산출 화소 수는 147,987,460개로 6 km해상도의

경우(1,002,537개)보다 약 148 배 많았으며, 육지 위에서

500 m해상도의 화소 수는 85,185,194개로 655,176개인

6 km산출물보다 약 130배 많게 나타났다. 육지의 경우

를 먼저 살펴보면, 500 m산출물에서AOD가 1.5 이상인

경우가 6 km산출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다.

이는 앞서 결과에서도 언급했듯이 500 m산출물의 경우

6 km에 비해 구름에 의한 오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500 m산출물이 6 km산출물에 비

해 AOD가 높은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

타난다. 이는 두 산출물 간 상대적인 히스토그램의 차이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Fig. 6(a)). AOD가 0.5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500 m산출물의 상대적인 빈도가 더 높고,

낮은 구간에는 6 km산출물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MODIS위성을이용한선행연구(Remer et al., 2013)

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두 해상도 간의 분포 차이가 발

생하는 원인에는 구름 제거 문제 이외에도 산출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해양 위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육지에 비

해 지표면 반사도 추정이 높은 정확도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음의 AOD값은 상대적 빈도가 낮았다. 음수 AOD

의상대적인빈도는 500 m산출물과 6 km산출물에서각

각 0.0017, 0.0016로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500 m산

출물과 6 km산출물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

나 AOD가 1.5 이상인 경우 6 km산출물의 상대적인 산

출 빈도가 500 m산출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500

m산출물의경우해양위에서NDVI를이용하여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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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Difference between relative frequency histograms
(500 m – 6 km). (b, c) Relative frequency histogram of
retrieved AOD in each spatial resolution over land and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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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름 제거 과정을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밖의 구간에서 해양 위 산출물은 육지에 비해 산출

물 해상도 간의 상대적인 분포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Fig. 7은각각의해상도에대한캠페인기간평균AOD

의 공간적인 분포를 나타낸다. AOD를 평균하는 데 있

어 각각의 해상도에서 산출된 모든 AOD자료를 이용

하였다. 두 결과 모두 한반도 내에서 동쪽에 비해 서쪽

이 높은 AOD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육지 위에

서 500 m산출물의 평균장이 6 km산출물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육지 위 500 m산출물

의 평균 AOD는 0.34로 6 km산출물의 평균인 0.27보다

큰 값을 가지며, 이는 앞서 살펴본 히스토그램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 500 m산출물의 평균장에서 지표 유형

변화에 따른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도시

와 같은 밝은 지표에서 에어로졸 농도가 실제로 높게 나

타났을 가능성과 지표면 반사도 추정의 오차로 인한 것

일 가능성이 함께 존재한다.

4. 요약 및 결론

도시 규모의 오염원 및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해상도 에어로졸 산출물

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KORUS-AQ캠페인 기간 중 관측된 GOCI자료를

이용하여 500 m의 공간 해상도에서 AOD산출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해상도 산출 알고리즘은

기존의 GOCI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

발되었다.

위성을 이용한 에어로졸 산출에 있어 화소 병합 과정

은 에어로졸의 신호 강화 및 구름에 의한 오차 감소 등

에 관해 이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에어로

졸 정보 산출을 위하여 화소를 병합하는 과정 없이 정확

도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단일화소 대상의 구름 제거 방

법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6 km와 500 m공간해상도의

산출물은 유사한 AOD의 값과 공간적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차이점 또한 존재했는데, 그것은 고해상도 산출

알고리즘의 경우 구름 가장자리와 같이 6 km해상도에

서는 산출되지 않는 작은 규모에서 산출이 가능하였다

는 것이다.

지상 관측 장비인 AERONET과의 비교 결과 500 m

산출물은 상관 계수가 0.76, 기대 오차 내에 들어오는 비

율이 51.1%로 나타났으며, 이는 6 km산출물과 비교할

만한 결과이다. 500 m산출 알고리즘의 경우 육지 위에

서의 구름 제거가 완벽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6

km산출물에 비해 높은 AOD의 분포가 많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히스토그램 분석 결과와 캠페인 평균

AOD의 공간 분포 분석 결과 모두에서 찾을 수 있었다.

고해상도 산출물은 작은 규모에서 변화하는 에어로

졸을 탐지할 수 있고, 이는 대기질 분석 및 예보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정확도의 AOD자료 제공

을 위해서는 추후 육지 위에서의 지표면 반사도 가정과

구름 제거 과정이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야한다. 또

한 이번 연구에서는AOD에 대해서만 고해상도로 산출

을 시도하였으나 추후에 Ångström exponents (AE)와

Fine mode fraction (FMF) 등 다른 에어로졸 광학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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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patial distribution of average GOCI AOD during KORUS-AQ campaign for 6 km and 500 m spatial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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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고해상도 산출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2019년에 발사 예정인GOCI-II는 250 m의 공간 해상

도를 가지게 될 것이어서, 향후 본 알고리즘을 적용하

면 현재보다도 더 높은 해상도의 에어로졸 자료를 산출

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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