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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erosol optical properties as well as vertical location of layer can alter the radiative balance
of the Earth by reflecting and absorbing solar radiation. In this study, radiative transfer model (RTM) and
satellite-based analysis have been used to quantify the top-of-atmosphere (TOA) radiative effect of aerosol
layers in the cloudy atmosphere of the northeast Asia. RTM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atmospheric
warming effect of aerosols increases with their height in the presence of underlying cloud layer. This
relationship is higher for stronger absorbing aerosols and higher surface albedo condition. Over study
region (20-50 ˚N, 110-140 ˚E) and aerosol event cases, it is possible to qualitatively identify absorbing
aerosol effects in the presence of clouds by combining the UV Absorbing Aerosol Index (AAI) derived
from Total Ozone Mapping Spectrometer (TOMS), cloud parameters derived from the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with TOA Upward Shortwave Flux (USF) from the
Clouds and the Earth’s Radiant Energy System (CERES). As the regional-mean radiative effect of aerosols,
6 - 26 % lower the USF between aerosols and cloud cover is taken into account.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estimation for the accurate quantification of aerosol’s direct and indirec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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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에어로솔의 광학특성과 연직고도는 태양 복사의 반사와 흡수과정을 통하여 지구복사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복사전달모델과 위성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구름의 존재 시

에어로솔 층에 의한 복사특성을 분석하였다. 복사전달 모의 결과는 구름이 하부에 존재하는 경우에 에어로솔

층의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기 온난화 효과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에어로솔의 광 흡수성이 커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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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 에어로솔은 태양-지구 시스템의 복사전달 과정

에서 직접효과(Direct effect), 반 직접효과(Semi-direct

effect), 그리고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알려진 복사

강제효과 (또는 준 직접효과) (Radiative Forcing Effect)

를 유발한다 (Bauer and Menon, 2012). 여기서 언급된 에

어로솔에 의한 직접효과는 광 흡수성 에어로솔 입자가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대기를 가열하거나, 광 산란 특

성이 강한 입자가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킴으로 인하여

냉각시키는 영향을 설명해준다. 반 직접효과는 광 흡수

성 에어로솔이 구름층과 혼합되어 구름 생성을 방해하

는 역할을 함으로서 양의 복사강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Hansen et al., 1997). 그리고 간접효과

는 에어로솔의 증가가 구름의 입자 성장을 방해하여 발

생하는 여러 복사효과 및 기후변화효과와 연관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어로솔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

하여 지난 수십년 동안 에어로솔의 복사특성 관측이 수

행되었다 . 예를 들어 , Tropospheric Aerosol Radiative

Forcing Observational Experiment (TARFOX) (Russel et

al., 1999), Indian Oceanic Experiment (INDOEX)

(Ramanathn et al., 1995), Aerosol Characteristic Experiment-

Asia (ACE-Asia) (Huebert et al., 2003), the East Asian Study

of Tropospheric Aerosols: An International Regional

Experiment (EAST-AIRE) (Li et al., 2010) 와 같은 국제 에

어로솔 공동관측 캠페인 기간 동안에 지상, 항공, 그리

고 위성관측 자료를 이용한 에어로솔 관측이 수행되었

다. 앞에서 언급된 에어러솔 공동관측에 있어 인공위성

을 원격탐사 기법은 에어로솔의 광학적 특성에 대한 시

공간적 분포 및 변화정보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이용

되었다.

최근까지,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이용한 에어로솔 관

련 연구는 위성 탑재 센서 기술의 발달과 자료처리를 위

한 알고리즘 개발로 인하여 수 많은 성과를 생산하고있

다 (Lee et al., 2009). 그러나 대기 중의 기체성분과 구름

에 의한 영향 (예: 특정 파장에서 가스성분의 광 흡수, 구

름으로 인한 높은 반사도 값 등)으로 인하여 산출물의

정확도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또한 구름과 에어로솔이

혼재된 경우엔 에어로솔이 단독적으로 미치는 복사강

제효과 보다는 보다 복잡한 복사전달 과정을 통하여 불

확실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

치는 대륙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에어로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위도의 해양과 접해있는 지역이기 때문

에 구름발생빈도가 큰 지역이다. 그러므로 대기 중 구

름과 에어로솔의 광학특성과 고도에 관한 정보는 태양

광과 반응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므로 (Hsu

et al., 2003; Lee 2012), 보다 정확한 원격 탐사 결과를 얻

기 위하여 각 층별 광학 특성과 태양 복사의 상호작용

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름과 에어로솔의 고도에 따

른 복사전달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사례에 대한 모의를

통하여 에어로솔-구름의 혼재시 복사효과를 분석하였

다. 그리고 실제 위성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에어로솔-구

름이 혼재하는 사례에 대하여 복사특성을 분석하였다.

에어로솔-구름의 고도에 따른 복사영향에 관한 연구 결

과는 복사강제효과의 산정과 기후변화 요소로서의 에어

로솔과 구름의 영향을 정량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연구방법

1) 복사전달모델

에어러솔-구름의 위치가 복사에 따른 복사량 특성 값

은 복사전달모델을 이용하여 이론적인 복사량을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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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표 반사도가 증가할수록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연구대상지역 (20-50 °N, 110-140 °E)

에서 주요 에어로솔 이벤트 사례에 대하여, UV Absorbing Aerosol Index (AAI) derived from Total Ozone

Mapping Spectrometer (TOMS), cloud parameters derived from the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with Upward Shortwave Flux (USF) Clouds and the Earth’s Radiant

Energy System (CERES) 위성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광 흡수성 에어로솔에 의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

였다. 각 사례에 대한 평균적인 복사효과는 약 6 - 26 %에 해당하는 상향 단파 복사량의 감쇄효과가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에어로솔에 의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정량화 하기 위한 중요성을 설명해 준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복사전달모델은 Santa

Babara Disort Radiative Transfer (SBDART) (Ricchiazzi et al.,

1998)이다. SBDART는 복사전달방정식의 해를 풀기 위

한 수치해석적 방법으로서 이산 미분법(discrete ordinary

method)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대기 조성물질의 파장별

흡광/산란특성을반영하기위한파수별(line-by-line) 계산

을 수행함으로써 대기투과도와 고도별 복사량계산에 효

과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 (Alvarado et al., 2013). SBDART

는 에어로솔의 광학특성과 고도별 특성정보를 입력자료

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표인 에어로솔의 광

흡수도와 연직분포의 모의에 적합한 모델이다.

SBDART의 주요 입력값 중 고도별 대기조성값은 실

제 대기구성 및 연직분포 자료의 획득에 어려움으로 인

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US 표준대기모델(US

standard atmosphere)을 사용하였다. 구름의 입력 조건

으로는 하층운 조건을 가정하여 에어로솔 층이 구름의

아래에 위치한 경우(Cloud Over Aerosol; COA), 구름과

에어로솔층이 혼재한 경우(Aerosol Mixed Cloud; AMC),

그리고 에어로솔이 구름 위에 위치한 경우(Aerosol Over

Cloud; AOC)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Fig. 1참조).

Fig. 1 에서는 에어로솔과 구름의 위치에 따른 복사전

달 과정을 간략히 나타내었다. 밝은 구름이 에어로솔 층

보다 상부에 있는 경우(COA)에는 구름에 의한 반사로

인하여 구름층을 투과한 약간량의 복사량은 에어러솔

층에서 흡수/반사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경우엔 음의

복사 강제 효과가 예상된다. 구름과 에어로솔이 혼재한

경우(AMC)는 구름에 의한 반사가 에어로솔의 광흡수

로 인하여 줄어들게 됨과 동시에 간접효과가 유발된다.

에어로솔이 구름 층보다 위쪽에 있는 경우(AOC)에는

에어로솔층을 투과한 복사량이 밝은 구름에 의하여 대

부분 반사되지만, 다시 에어로솔층의 투과도에 따라 줄

어들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경우엔 양의 복사 강제

효과(Positive Radiative Forcing)가 예상된다.

위에서 설명한 복사전달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필요

한 요소는 에어로솔의 광 흡수도와 지표반사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복사전달모델의 입력자료는 Table 1

에서 제시된 항목별 수치를 사용하였다. 에어러솔의 광

흡수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광 흡수성

오염입자(Strong Absorbing Polluted; SAP), 보통 흡수성

오염입자(Moderate Absorbing Polluted; MAP), 흡수성 먼

지(Absorbing Dust; AD) 에 대한 광학특성값을 고려하

였으며, Lee and Kim (2010)에서 제시된 동아시아 지역

에서 흔히 나타나는 에어로솔 모델에 관한 테이블 값을

사용하였다. 모델 입력값으로서 지표 조건은 해수(sea

water)와 육지 식생(vegetation)에 관한 표준 지표모델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3가지 구름-에어로솔 조건별로 3

가지 에어로솔 모델과 2가지 지표모델의 조건에 따라

18가지의 사례별 복사전달모델을 이용한 모의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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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showing how downward and upward radiation through aerosol and cloud layers is different.



하였다.

2) 위성관측 자료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지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

아시아 일부를 포함하는 북위 20-50도와 동경 110도-

140도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에어로솔과 구름의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름과 에어로솔의 측정이 가능한

위성센서로서, AQUA 위성의 탑재 센서인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와 Clouds

and the Earth’s Radiant Energy System (CERES), Total

Ozone Mapping Spectrometer (TOMS)의 관측 자료를 사

용하였다 (Table 2 참조). 이러한 지구관측 위성은 동일

한 지역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파장대에서 관측하므로,

다중 채널에서 에어로솔과 구름에 관한 복사특성을 관

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결 과

1) 에어러솔 고도에 따른 복사 특성

2장에서 언급한 3가지 에어로솔 모델(SAP, MAP,

AD)과 구름의 위치, 그리고 지표조건에 따른 복사전달

모의 결과로 계산된 대기권 상단(Top of Atmosphere;

TOA)에서의 상향 단파 복사 플럭스(Upward Shortwave

Flux; USF)는 Fig. 2, 3과 같다. 먼저 Fig. 2는 지표반사도

가 비교적 적은 해수반사도 조건하에서 에어로솔 층(0,

1, 3 km 고도 가정)이 구름 층(고도2-3 km 가정)의 위치

별 AOT와 COT의 변화에 따른 복사전달모의 결과이

다. 일반적으로, COA의 조건에서는 에어로솔 층의 상

부에 위치한 구름에 의한 강한 반사조건이 USF에 영향

을 미치게 되어 AOT 보다는 COT에 비례하여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에어로솔 층의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USF의 값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에어로솔의 간섭으로

인하여 지구 밖으로 향하는 복사량이 점차 줄어드는 결

과를 의미한다.

Fig. 3은 육지를 가정한 식생 반사도 조건의 경우에서

Fig. 2와 동일한 복사전달모의를 수행한 결과이다. 해수

에 비하여 지표반사도가 높아진 조건으로 인하여 지표

면에서의 상향 반사량이 증가함으로써 Fig. 2의 경우보

다는 USF의 양이 다소 증가하게 되며, 에어로솔 층의

고도에 따른 USF의 값의 변화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Fig. 2, 3의 결과에서는 에어로솔과 구름의 위치 변화에

따른 두 가지 변화양상을 알 수 있다. 첫번째는 동일한

AOT 값을 가지는 에어로솔 층의 고도가 증가할수록

USF값이 줄어드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러한 USF의 감

소량이 COT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구름에 의한 반사효과가 에어로솔의 광 흡수로 인

하여 줄어드는 에어로솔 간접효과를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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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put data used in the radiative transfer simulation using the SBDART. Aerosol optical thickness(AOT), single scattering
albedo(SSA), cloud optical thickness(COT), and effective radius(Re) are considered in the SBDART simulations

Parameters Variables References

Aerosol

AOT(550nm)=0-2.0,
SSA(550nm)=0.88(Strong Absorbing Polluted),

0.91(Moderate Absorbing Polluted),
0.89(Absorbing Dust)

Lee & Kim (2010)

Cloud COT=0-20.0, Re=10 Hahn et al. (2001); Yi et al. (2016)
Height Cloud = 1km, Aerosol = 0-3km
Surface Ocean, Vegetation Viollier (1980); Reeves et al(1975)

Table 2. Data used in this study

Satellite instruments Products Variables
TOMS L3_aerosl_ept_yyyymmdd UV absorbing aerosol index (AAI)

MODIS
MOD021KM,
MOD03,
MOD06_L2

Visible reflectance,
Lat/Longitude, Solar/Satellite Zenith/Azimuth angle,
Cloud fraction

CERES CER_ES8_Terra-FM3-MODIS_Edition3 Shortwave flux at TOA (Wielicki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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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Upward shortwave fluxes at TOA as a function of COT and AOT for different aerosol models from Table 1.
Other inputs to the RTM are ocean surface, sun zenith angle = 40.

Fig. 3. Upward shortwave fluxes at TOA as a function of COT and AOT for different aerosol models from Table 1.
Other inputs to the RTM are vegetation surface, sun zenith angle = 40.



Table 3과 Fig. 4는 Table 1의 조건을 사용하여 복사전

달모의를 수행한 결과를 기초로, 에어로솔 층의 고도(0-

5 km)에 따른 평균적인 USF를 계산한 결과이다. Fig. 4

에서 에러 바(error bar)는 해당고도에 대하여 AOT와

COT값의 변화에 따른 USF의 표준편차 값을 의미한다.

에어로솔 층의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USF값이 감소하

고 있으며, 에어로솔 층이 구름의 바로 윗부분인 고도

약 2-3 km 에서 최솟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3 km

이상의 고도가 증가할수록 USF 값이 약간 량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구름과 에어로솔 층 사이의 공간이 증

가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사영향

이 점차 커지기 때문이다.

Table 4에서 에어로솔 층이 주로 지표면에 위치한 경

우(AL0)와 에어로솔 층의 상승으로 USF값의 변화로 인

한 최소 차이값은 고도 2 km인 경우이며, 각각 -64.92±

19.19 W/ m2 (Ocean), -63.30±14.06 W/ m2 (Vegetation)이

다. 즉, 에어로솔의 고도가 구름 상부에 근접하여 위치함

으로인하여최대 16.08±19.94 %(Ocean), 14.13±19.48 %

(Vegetation)가줄어든 USF값이예상된다는의미이다. 에

어로솔의 고도가 1 km 에서 5 km까지 높아지는 사례에

대한 평균적인 USF 변화값은 각각 -57.80±17.56W/ m2

(Ocean), -56.62±13.26 W/ m2(Vegetation)이며, 상대 변화

량은 14.31±18.25 % (Ocean), 12.64±18.36 % (Vegetation)

이다. 따라서, 대류권에서 에어러솔의 고도가 복사강제

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위성관측 사례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N 20-50 ˚, 동경

120-150)에서 구름과 에어로솔의 고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성영상에서 구름과 에어로솔이 혼

재한 경우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한반도를

포함하는 주변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에어로솔 이벤

트 현상으로서, 황사(Asian dust), 스모크(Smoke), 연무

(Haze)가 발생한 각각의 사례일에 대하여 위성자료에

나타난 에어로솔과 구름의 밴드별 반사특성 차이 및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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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n upward shortwave fluxes at TOA for different
aerosol heights (0-5 km). Surface reflectance inputs are
considered as (a) ocean and (b) vegetation surface
(sun zenith angle = 40 ˚).

       

  

Table 3. Mean upward shortwave fluxes at TOA

Aerosol layer height Ocean(a) Vegetation(b) Difference(a-b)
AL0 403.80±96.24 448.05±72.20 -44.25±24.04
AL1 370.14±85.97 414.25±63.59 -44.11±22.38
AL2 338.88±77.05 384.76±58.14 -45.87±18.91
AL3 338.99±76.93 384.78±58.00 -45.79±18.93
AL4 338.88±77.05 385.16±57.88 -45.70±19.42
AL5 338.88±77.05 388.24±57.10 -45.69±19.42
Mean 355.64±81.60 400.87±72.20 -45.24±20.45



사량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에어로솔 이벤트 사례일은

각각 2001년 2월 18일(연무), 2001년 4월 7일(황사), 2003

년 5월 11일(스모크)의 경우이며, 주간 동안 한반도를

통과한 위성자료에 대해서 각각 분석하였다.

Fig. 5는 사례별 MODIS의 칼라 RGB(Red=band 1,

Green=band 4, Blue=band 3) 합성영상과 TOMS UV

Absorbing Aerosol Index(AAI), CERES 단파장 플럭스의

분포를 나타낸다. Fig. 5a-c의 MODIS 칼라 합성영상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밝은 황색을 나타내고 있는 황사

영역과 연회색을 나타내는 스모크, 연무영역의 분포가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날에 대한 TOMS

AAI에서도 에어로솔이 위치한 영역은 큰 AAI값(>2.0)

을 나타내고 있다 (Fig. 5d-f). 특히, 자외선 영역의 탐지

알고리즘 특성상 구름이 혼재해 있는 지역에서도 AAI

산출이 가능하므로, 에어로솔과 구름이 혼재한 지역에

서도 높은 AAI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AAI값이 없는 영역은 에어로솔 층이 지표면과 가

깝게 위치하여 AAI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지역이거나

TOMS 위성의 관측영역이 아닌 곳이다. CERES 단파장

상향 플럭스는 일반적으로 지구의 단파영역 반사도가

높은 경우(예: 밝은 구름 또는 밝은 지표, 에어로솔 등)

에 상향복사량이 증가하게 되어 높은 USF값을 나타내

게 된다. Fig. 5g-i 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특이사항으로는 에어로솔과 구름이 혼

재한 지역에서는 구름의 반사도를 상당히 감소 시키고

있는 것 과 이로 인한 USF값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순수 구름이 가지고 있

는 반사도 특성에 대하여 에어로솔의 광 흡수도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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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loud-aerosol event cases for the estimation of radiation flux changes. (a-c) MODIS color composite RGB
image, (d-f) TOMS UV absorbing aerosol index (AAI), and (g-i) CERES SW FLUX, respectively.



을 미치게 되어 구름영역의 반사도가 감소하게 되는 메

커니즘을 설명해준다.

Fig. 6는 가시광 영역에서 MODIS 밴드 별 반사도가

순수 구름영역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에어로솔에

의한 영향이 커질수록 파장 별 차이가 커지는 결과를 보

여준다. Fig. 6a-c의 황사가 강한 영역의 경우, 장파 밴드

에서 반사도가 높고 단파 밴드에서 반사도가 상대적으

로 낮아진다. 따라서 황사를 포함하고 있는 구름은 순

수한 구름보다 단파 영역에서의 반사도의 기여도가 낮

아지므로(약 20 % 감소) 구름의 광학적 특성이 변함을

알 수 있다. Fig. 6d-f의 스모크 사례는 연소 시 발생하는

각종 연소생성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입경이 작고 단

파장영역에서 반사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광자의 흡수성이 높아서 황사보다 구름내에서 반사도

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약 30 %). Fig. 6g-i의 연무

나 다른 인위적 오염에 의한 에어로솔은 시각적으로 푸

른색을 띠며 장파장 반사도가 작고 단파장에서 반사도

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에어로솔이 구름과 혼

재 시 반사도의 기여도 변화는 약 20 %정도 감소하게

나타난다

Fig. 6의 반사도 프로파일을 샘플링한 동일지역에 대

하여 MODIS 구름 탐지 산출자료와 TOMS AAI와

CERES 상향단파복사 플럭스값을 추출하였다. 순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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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isible band reflectance profiles at 0.44, 0.55, 0.66 and visble to NIR reflectance ratios for
different cloud-aerosol event cases. Transect lines (orange colored lines) that crosses from
the aerosol-free clouds (black solid line) to the aerosol-laden clouds (black dashed line) has
been drawn as in the MODIS color composite images and band reflectance profiles.

Fig. 7. The daily histograms of the TOA upwelling shortwave
flux for the region of 20-50°N and 110?140°E for dusty,
smoky, and hazy cases over aerosol-free clouds
(black), and over aerosol-laden clouds (red).



름만 있는 영역과 구름-에어로솔이 혼재하는 영역에 대

해 TOMS AAI값이 0.2보다 큰 화소값을 에어로솔의 영

향이 있는 화소값으로 가정하였다. 각 사례에 대한 USF

값의 구간별 범위(i)에 따른 화소수(ni )를 총 유효화소수

(∑ni)로 나눈 밀도함수(ni/∑ni)를 비교한 결과는 Fig. 7

과 같다. 3가지 사례 모두 에어로솔의 영향이 존재하는

구름영역은 순수한 구름보다 반사되는 상향 단파 복사

량이 감소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에어로솔이 구

름과 혼재함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평균적인 USF값의

차이는 약 11.66 % (Dusty), 25.59 % (Smoky), 6.29 %

(Hazy)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에어로솔에 의한

광 흡수가 구름의 반사도를 낮추고 복사흡수를 일으키

는 에어로솔 간접효과와 함께 에어로솔-구름으로 인한

온난화(Warming)효과가 존재함을 증명한다.

4. 요약 및 결론

구름과 에어로솔은 지구복사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서, 구름과 에어로솔이 혼재한 경우에 각각

단독적으로 미치는 복사강제효과 보다는 더욱 복잡하

게 나타나게 된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위치한 지

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구름발생빈도가 잦고 황사 및 여

타의 대기 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복

사강제효과가 크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광 흡수성 에어로솔의 존재 및 연직방향 분포

에 의한 이론적인 해석을 통하여 구름과 에어로솔의 혼

재에 따른 복사특성변화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리고 실제 사례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인공위성 관측자

료(MODIS, TOMS, CERES)를 이용하여 에어로솔과 구

름이 혼재해 있는 경우의 복사 효과를 분석하였다. 주

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구름이 일정고도(2-3 km 가정)에 존재하며 에어

로솔 층의 고도가 1 km 에서 5 km까지 높아지는

경우에 대한 이론적이 복사 변화특성에 대하여 복

사전달모의를 수행한 결과, USF 변화값은 각각 -

57.80±17.56 W/ m2 (Ocean), -56.62±13.26 W/ m2

(Vegetation)이며, 상대 변화량은 14.31± 18.25 %

(Ocean), 12.64±18.36 %(Vegetation)으로서, 에어

러솔의 고도가 복사강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인공위성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에어로솔과 구름

이 혼재해 있는 경우의 복사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에어로솔이 구름과 혼재한 경우 USF는 에어로솔

의 광 흡수성에 의하여 그만큼 감소하게 되며, 이

러한 현상은 황사나 오염 에어로솔 보다는 흡수

성이 강한 스모크 에어로솔의 경우 더욱 크게 나

타났다.

(3) 광 흡수 특성을 가진 에어로솔이 대기중에서는 자

체적으로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도를 상승시

키는 효과를 유발하지만, 구름과의 혼재 시 구름

의 반사도를 낮추며 구름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

할을 하게 되어 지역적인 기후변화의 한 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위성자료에서

에어로솔의 분석 시 구름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

기위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성자료의 상호 분석 및 파장별

반사도 특성 기법은 향후, 보다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

하여 고해상도의 연속관측이 가능한 인공위성 자료와

의 비교분석에 활용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보

다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본 정보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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