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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 의 에어러솔은 지구복사수지에 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직․간 인 복사강제효과로 인

하여 기후변화인자로 간주되고 있다. 기 에어러솔은 기  체류시간의 시․공간  불확실성 때

문에 GCM 등의 변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 에어러솔의 기후  기

복사에 한 향을 규명하기 하여 기 에어러솔의 물리․ 학  성질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가시 역에서의 기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기복사 달 모델인 MODTRAN 

3 (Moderate Resolution Transmittance)의 모사결과와 GMS-5 성의 가시 역 채 을 이용하여 

황사 에어로졸의 모니터링을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는 황사사례를 심으로 기 에어러솔에 의

한 기효과를 정량화하기 한 GMS-5 성자료와 이를 시뮬 이션 하기 한 MODTRAN 3 

기복사 달모델을 사용하 다. MODTRAN 3 시뮬 이션 결과로 성의 채  알베도와 에어러솔 

학 두께와의 계를 계산하여 성자료에서 에어러솔 학두께에 한 정보를 추출하 다. 후진

궤 분석을 통하여 황사를 포함한 공기덩어리가 고비사막으로부터 국을 거쳐 한반도에 도달하는 

것과 이때 에어러솔 학두께가 증가하는 상을 지상 측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성

상에서 보이는 황사 역은 황사의 이동 상을 시간 별로 잘 나타나고 있고, 지상 측결과의 

비교분석은 10% 내의 오차율을 가지는 범  안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더욱이 같은 

황사 상이 발생한 시간 에 한국, 국과 일본에서 측정된 라이다 측결과와 모델결과 자료는 

황사 에어로졸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므로 향후 기에어로졸의 모니터링에 한 요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기 에어러솔, GMS-5, 학두께, MODTRAN 3,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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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mospheric aerosols interact with sunlight and affect the global radiation balance that can cause 

climate change through direct and indirect radiative forcing. Becasue of the spatial and temporal 

uncertainty of aerosols in atmosphere, aerosol characteristics are not considered through GCMs 

(General Circulation Model). Therefor it is important physical and optical characteristics should be 

evaluated to assess climate change and radiative effect by atmospheric aerosols. In this study GMS-5 

satellite data and surface measurement data were analyzed using a radiative transfer model for the 

Yellow Sand event of April 7～8, 2000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tmospheric radiative effects of 

Yellow Sand aerosols, MODTRAN3 simulation results enable to inform the relation between satellite 

channel albedo and aerosol optical thickness(AOT). From this relation AOT was retreived from 

GMS-5 visible channel. The variance observations of satellite images enable remote sensing of the 

Yellow Sand particles. Back trajectory analysis was performed to track the air mass from the Gobi 

desert passing through Korean peninsular with high AOT value measured by ground based 

measurement. The comparison GMS-5 AOT to ground measured RSR aerosol optical depth(AOD) 

show that for Yellow Sand aerosols, the albedo measured over ocean surfaces can be used to obtain 

the aerosol optical thickness using appropriate aerosol model within an error of about 10%. In 

addition, LIDAR network measurements and backward trajectory model showed characteristics and 

appearance of Yellow Sand during Yellow Sand events. These data will be good supporting for 

monitoring of Yellow Sand aerosols.

KEYWORDS: Atmospheric Aerosol, GMS-5, AOD, Yellow Sand 

서    론

인류의 산업활동으로 인한 지표  기환

경 변화로 인하여 이에 한 모니터링은 필수

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기 에 존재하는 

에어러솔은 지구로 입사하는 태양복사에 지

수지에 향을 미치므로 직․간 으로 기후

변화를 유발한다. 이것은 에어러솔 입자가 태

양 의 흡수 는 산란에 의한 직 효과와 구

름생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간 인 효

과로 설명되어진다(Krishnamurti 등, 1998; 

Myhre 등, 1998). 한반도 지역은 국으로부터

의 장거리이동 오염물질과 황사에 의한 향

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의 감시가 매우 실

하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태평양을 지나 미국까지 도달하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밝 졌다(Shaw, 1980; Duce, 

1980; Uematsu 등, 1983; Parrington 등, 

1983). 따라서 범 한 지역의 환경변화 모니

터링 연구와 역환경변화에 한 정량  평

가를 하여 인공 성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를 들어 기 에어러솔은 가

시 역 상에서 회색의 뿌연 부분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밝은색을 나타내는 구름과의 차별

성으로 인하여 쉽게 구분(Ferrare 등, 1990)이 

되어 기 에어러솔의 시․공간  변수를 연

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과거의 인공 성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에어러솔의 연구는 바다와 같이 지표면의 

향이 거의 없는 dark surface에서만 이루어졌

으나, 최근 향상된 센서기술과 진보된 분석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육지에서도 가능하게 되었

다(Kaufman과 Tanre, 1996). 이것은 가시 역 

 근 외 역에서의 지표반사율은 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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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RRA/MODIS RGB image(2001-03-20, 11:50); KMA

로 높은 값을 가지며, 시․공간  변화율이 크

기 때문에 기권밖에서 측된 복사량에서 

지표반사율의 기여도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 

순수한 기 에어러솔에 의한 향을 추출하

기 힘들기 때문이다. Fraser 등(1984)은 GOES

자료를 이용하여 기 에어러솔의 이동과 양

을 연구하 고, Murayama(1988)는 GMS 성

자료를 이용하여 황사의 이동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특히, 철에 문제가 되는 황사 

에어러솔에 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는 주로 지상측정에 

의한 에어러솔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기상 성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주로 황사에 

한 것으로 선진국의 방법을 도입한 정도의 

수 이고, 상 으로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 에어러솔에 한 특성 연구 등에 한 

국내의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GMS와 

NOAA/AVHRR자료를 이용한 황사에 한 연

구(이태  등, 1989; 박경윤 등, 1990; Oh 등, 

1991; 류시웅 등, 1994)는 주로 황사의 시각  

분포자료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최근에는 

아리랑 성의 OSMI 센서자료를 이용한 에어

러솔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

국의 NOAA는 NOAA/AVHRR를 이용하여 

지구  규모로 에어러솔의 분포를 지속 으

로 측하고 있으며, 기  에어러솔 입자가 

기후변화에 직   간 으로 상당 수  

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Charlson 등, 

1987). 한 미국의 EOS(Earth Observing 

System), 일본의 ADEOS(Advanced Earth 

Observing Satellite) 계획의 일환으로 기 에

어러솔의 종합 인 측정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

다(Kaufman과 Tanre, 1996; King, 등, 1999). 

Nakajima와 Higurashi(1997)는 걸 지역에서 

화재로 인한 에어러솔 효과에 한 분석을 수행

하 으며, Takayama와 Takashime(198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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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A/AVHRR의 가시 역 채 자료를 이용하여 

황사 상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표 인 에

어러솔 측 성인 SeaWIFS 자료와 TOMS/AI를 

이용한 에어러솔 모니터링체계는 재 동아시아 

기 에어러솔 측 로그램(ACE-Asia)의 일환

으로 DB화가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기간동안의 성 상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http://code916.gsfc.nasa.gov/Missions/ACEASIA/

satellite/index.html). 한 미국 NASA의 지구

환경 측계획(EOS)의 일환으로 발사된 

TERRA/MODIS 성자료는 탑재센서의 다양

한 기능으로 인하여 앞으로 기 에어러솔에 

한 실시간, 입체 인 모니터링 체계의 마련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ODIS는 지구 생물권의 역학에 근거한 자

료를 제공하는 EOS의 주 센서로서, 해양과 육

상, 기 모두에 용이 가능한 다목  센서로 

36개의 spectral bands와 0.25～1km의 해상도

로 육상과 해양의 표면 온도, 기  생산력, 육

상 표면, 구름, 에어러솔, 수증기량, 온도 

profiles등 체 지구를 매 하루나 이틀사이에 

모두 측할 수 있다. 그림 1은 2001년 3월 20

일 11시 50분에 기상청이 수신한 Terra 성

/MODIS 자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상으로, 

국의 산동반도로부터 한반도 북부, 동해북부 

해상에 걸쳐 황사의 띠가 선명하다. 미국 

NASA가 발사한 지구 측 성인 Terra 성

은 극궤도 성이며, 그림 1과 같은 true color 

상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하루 1-2회 정도 

제공되고 있다. MODIS 자료의 수신 안테나는 

문산 기상 에 있으며, 수신된 자료는 network

를 통해 기상청에 송, 처리되며 2001년 2월 

하순부터 시험운 을 거쳐 2001년4월부터 인

터넷을 통해 실시간 일반에 제공하고 있고 일

주일 부터 재까지의 상을 볼 수 있다.

SeaWiFS는 1997년 8월 1일 SeaStar 성

에 탑재되어 쏘아올려진 해양 측 문 센서로 

향후 5년 동안  세계의 바다로부터 해색 자료

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SeaWiFS는 GSFC와 

OSC의 공동 사업으로서, GSFC가 보정  검

증 그리고 자료들의 재처리에 책임을 지며, 

OSC는 성 본체와 측정기기, 발사 를 제공

하고 그 자료에 한 작동 , 상업  권리를 

OSC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의 임무기

간 동안의 성 작동에 책임을 진다. 

SeaWiFS는 해상도와 측 장 역이 412～

865nm의 역에서 8개의 채 을 가지고 있어 

기 에어러솔의 원격탐사에 합하여 이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졌다. 재 

ACE-Asia 로그램의 일환으로 집 측기간

동안의 에어러솔에 한 자료들이 DB화 되어

있다. 그림 2는 2001년 3월 19일부터 21일 사

이의 성자료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서 나타낸 MODIS 상과 비교가 가능하다.

TOMS(Total Ozone Mapping Spectroradiometer)

는 지구 체 오존의 양을 측정하는 센서로서, 

과거 1978년의 Nimbus-7과 1994년의 Meteor-3

에 탑재되었다. 그리고 1996년 8월 17일에 발

사되어 1997년 6월 29일까지 지구에 데이터를 

보내왔던 일본의 ADEOS, 1996년 7월 2일 발

사되어 재까지 우리에게 실시간 자료를 보

내오고 있는 Earth Probe에 각각 장착되었다. 

지구의 기로부터 성으로 돌아오는 반사된 

태양 빛의 자외선 분포도를 통해 오존의 양을 

간 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리이다. 한편으로 

자외선 역 의 채 에서 에어러솔을 나타내

는 지수인 aerosol index가 DB화되어있다. 그

림 3은 의 SeaWiFS 측일과 같은 날의 자

료로서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성 센서자료

들과 비교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GMS-5 성의 가시채  

측자료를 이용한 기 에어러솔의 분석알고리

즘을 개발하여 지상 측 자료와 비교 보정을 

실시하여 기 에어러솔 모니터링의 가능성을 

조사하 다. 한 여기서 얻게되는 결과는 

에서 소개된 여러 성자료와의 비교가 가능

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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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GB Image

  

(b) Aerosol Optical Thickness

  

(c) Ängstrom exponent

FIGURE 2. SeaWiFS aerosol product(from left, 03/19, 03/20, 03/21, 2001); NASA/GSFC

  

FIGURE 3. TOMS aerosol index products(from left, 03/19, 03/20, 03/21, 2001); NASA/GSFC



Monitoring of Atmospheric Aerosol using GMS-5 Satellite Remote Sensing Data
――――――――――――――――――――――――――――――――――――――――――――――――――――――――――――――――
6

Satellite Signal
(Digital Number)

Satellite measured
Albedo

Cloud Screening
(Background Albedo)

ρaerosol = ρraw - ρclear

Satellite Geometry

 Aerosol Model
(Yellow Sand,

Desert Aerosol)

Radiative Transfer
Model

(MODTRAN 3)

Look-up Table
L(ρs,θo,θ,φ)

0<ρs<2.0
0<θo<60
0<θ<50
0<φ<180

ρaerosol = ρraw - ρclear

ρ(τsa, θsun,θsat,φ)

Optical Thickness

Model
Atmosphere

FIGURE 4. GMS-5 satellite data analysis flow

연구방법

GMS(Geo-stationary Meteorological Satellite)

는 기상 측을 해 일본의 NASDA가 띄운 

성으로 지구 정지 궤도를 주행한다. 1977년 

미국의 Delta Launch Vehicle에서 1호가 발사

되었고 재 GMS-5까지 발사되어 운행 인 

상태에 있다. 1994년 에 발사된 GMS-5호는 

지 까지 사용해 온 1개의 VISSR 외선 채

을 10.5-11.5μm와 11.5-12.5μm의 장역의 

spilt window 채 로 구분하 고, 6.4-7.0μm 

수증기 흡수  장역으로 세분화하여 측하

고 있다. 이 성이 제공하는 구름 분포도 등 

상사진은 TV와 신문의 기상 보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4월에 

발생한 황사사례를 심으로 기 에어러솔에 

의한 기효과를 정량화 하기 하여 GMS-5 

성자료와 이를 시뮬 이션 하기 하여 

MODTRAN 3(Acharya 등, 1998) 기복사

달모델을 사용하 다. 황사 에어러솔의 물리  

특성을 고려한 15가지의 에어로졸 모델을 사

용하여 MODTRAN 3 계산을 수행하여 기

투과도와 성센서에 도달하는 복사량을 결정

하 다. 시뮬 이션 결과와 성자료에서 채  

알베도와 에어로졸 학 두께와의 계를 도

출하여 성자료에서 에어러솔 학두께에 

한 정보를 추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

구방법은 그림 4와 같다.

GMS-5 성자료를 이용한 황사 에어러솔

의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황사역이 강조된 

성 상을 얻기 하여 에어러솔 학두께를 

척도로 나타내었다. Mie 산란 이론을 토 로 

한 MODTRAN3 모사를 통하여 황사의 존재

시 성에서 감지되는 복사량을 이론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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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Coarse

Reference

Type

MMD

GSD

Refractive index(550nm)

WCP(1986)

Rural

0.3

1.7

1.53-0.008i(Dust-like)

1.53-0.006i(WaterSoluble)

1.75-0.44i(Soot)

Assumed

Mineral dust

2, 4, 6

1.5, 1.75, 2.0, 2.25, 2.5

1.55-0.01i(Tanaka 등, 1989)

TABLE 1. Description of the size distribution parameters

계산하 으며, 이 과정에서 황사 에어러솔

의 물리․ 학  성질에 한 고찰이 이루어

졌다. 에어러솔 학 두께는 식(1)로 정의된다.

τ= ⌠
⌡

rmax

rmin
π r 2

⋅ Q ext (x,m)⋅N(r)dr (1)

여기서 Q ext (x,m)는 Mie 이론에서 크기인

자 x= 2πr/λ와 입자의 굴 률 

m= m real- i k img의 함수로 도출되는 소산효

율이고 N(r)는 입자의 크기분포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Mie 산란 이론의 용을 하여 

황사 에어러솔의 크기 분포는 식(2)의 

bimodal-lognormal 분포를 가지고 각 모드에

서의 성분별로 다른 굴 률을 가진다고 가정

하 다(D‘Almedia 등, 1991; Seinfeld와 

Pandis, 1998). 

N(r)=
Ni

2π⋅log (σi)
      exp [- ( ( log r-log ri) 2

2 log (σ i )2 )] (2)

많은 선행 연구들이 복사 달모델에 포함

된 표  에어러솔 모델을 사용하여 복사 달

방정식을 계산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황사 

에어러솔의 특성을 몇 가지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Mie 이론 계산에 사용된 에어러솔 모델

을 사용하 다(표 1).

에어러솔 모델에서 미세입자와 련된 부

분은 Rural 에어러솔 모델로 가정하 는데, 이 

모델은 도시지역 에어러솔 발생원의 향을 

직 으로 받지 않는 상태하의 에어러솔 모

델로 70%의 먼지입자와 29%의 수용성 입자, 

그리고 1%의 검댕입자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굴 률은 Voiz(1972)의 실제 

입자에 한 측정결과이다. 한 황사 에어러

솔에 의한 향을 많이 받는 거 입자부분은 

무기물 먼지성분으로서 3가지의 평균경과 5가지

의 표 편차를 가지는 입경분포함수를 사용하

다. Mie 이론 계산은 Bohren과 Huffman(1983)

에 의해 작성된 BHMIE 서 루틴을 이용하여 

각각의 에어러솔 모델의 경우에 장별 계산

을 수행하 다. Mie 이론 계산결과에서 얻은 

소산과 흡수계수는 성센서에서 감지된 복사

량을 이론 으로 계산하기 하여 복사 달 

모델인 MODTRAN 3의 에어러솔 모델의 입

력자료로서 활용되었다. 여기서 성에서 감지

된 복사량은 기 학두께의 함수이므로 

MODTRAN 3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해 학

두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MODTRAN 3 

입력변수로서 에어러솔 모델에서는 에어러솔

의 수직분포를 라이다 측 소산계수 수직분

포를 참고하여 2km 이하의 에어러솔층에 

하여 황사 에어러솔 모델을 가정하 다. 실제

로 일본에서 측된 라이다 자료를 보면, 황사

층의 고도는 주로 2㎞(Iwasaka 등, 1982), 4㎞

(Arao와 Ishizaka, 1986)에서 나타난다. 특히, 

2000년 4월에 측된 라이다 측결과는 한국

에서 2km 근처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일본에

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5).

한편, 지표면 반사율이 성에서 감지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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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5. (a), (b); MPL (Micro Pulse LIDAR) measurement result at Seoul for Yellow Sand event, 
April 05～09, 2000(Won, 2000), (c),(d); LIDAR measurement result at Tokyo(Murayama, 2000) 

    * Figures are available in web(http://info.nies.go.jp:8094/kosapub/rsltko00/rslts00.htm)

사량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표면을 

Lambertian surface로 가정하고 체 GMS-5 

성자료 에서 기권 밖에 도달하는 최소 

복사량을 나타내는 픽셀만을 선택하여 표면 

반사율을 얻었다. 한 성 상에서 에어러솔 

역을 나타내기 하여 구름 역과의 분리가 

요하다. 구름제거는 에어러솔의 학  특성

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한 요인으로 두꺼운 

에어러솔층을 구름으로 간주하여 제거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NASA의 SeaWiFS자료 

분석 알고리즘에서는 두꺼운 황사 에어러솔에 

하여 구름으로 간주하여 제거를 하기도 한

다(황석규, 1999). 구름제거 알고리즘은 해수면

온도(SST) 계산을 하여 많이 사용되어 왔는

데, 본 연구에서는 GMS-5 해수면온도 산출을 

한 구름제거 알고리즘을 응용하 다. 그림 6

은 본 연구에 사용된 구름제거 알고리즘을 나

타내며, 3×3 픽셀에 한 히스토그램 분석을 

실행하여 지표면 밝기온도가 구름표면의 밝기

온도보다 높고, 지표면 반사도가 구름표면의 

반사도보다 낮으며, 지표면 반사도와 밝기온도

의 시공간 인 변화가 구름에서와는 달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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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Thermal Test
270 K < Tb 11 < 305 K

Split Window Test
Thr 1 < ( Tb 11-Tb 12 ) < Thr 2

Thermal Uniformity Test
σ 11 < 1.0

Reflectivity Test (daytime only)
R < 0.4

Reflectivity Uniformity Test (daytime only)
R < 0.03

Clear Sky Condition Cloud

No

No

No

No

No

FIGURE 6. Cloud detection(cloud screening) procedure

천히 변하는 원리를 사용하 다. 

GMS-5 성자료는 2000년 3월～4월 기상

청에서 수신한 자료에서 가시채 (0.55㎛～0.95

㎛) 알베도를 산출하 으며, 이  황사 상이 

가장 심했던 4월 7일과 8일 자료를 토 로 지

표면 반사율을 보정한 뒤, 구름이 제거된 상태

의 픽셀에서 에어러솔 학두께를 구하여 황사역

을 강조하 다. 한 GMS-5 성의 측결과와 

지상에서 RSR(rotating shadowband radiometer)

로 측된 가시 역에서의 에어러솔 학두께와

의 비교를 통하여 자료의 검증을 수행하 으며, 

다른 성 상의 비교를 통해 에어러솔 존재 패

턴을 비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자

료에서 도출된 학두께는 AOT(aerosol optical 

thickness)로 표시되며(Takayama와 Takashime, 

1986), 지상에서 RSR에 의해 측된 학두께

를 AOD(aerosol optical depth)로 구분하여 사

용하 다. 

결과  고찰

1. GMS-5 성자료 수집  분석

그림 7과 8은 2000년 황사 상이 가장 심

각했던 4월 7일부터 8일까지의 매 시간별 

GMS-5 성 상에 나타난 황사의 에어러솔 

학두께분포를 나타낸다. 4월 7일의 경우 산

동반도 방향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띠모양의 

황사 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반도 부지역

에 특히 강한 황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시간별 GMS-5 성 상에서 보이

는 황사 역은 기상 황에 따라 차 남쪽으

로 이동하며 한반도를 통과하고 있다(그림7). 

4월 8일에는 약한 황사지역이 한반도에 존재하

며 부분의 황사는 일본쪽을 통과하고 있는 양

상을 볼 수 있으며, 이때 에어로졸농도가 증함

과 에어러솔 학두께가 증가하는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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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7. GMS-5 retreived AOT in visible channel images which are removed the surface and 
cloud effects at (a) 0030, (b) 0130, (c) 0230, (d) 0330, (e) 0423, (f) 0530 UTC on April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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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i) (j)

 

(k) (l)

FIGURE 8. GMS-5 retreived AOT in visible channel images which are removed the surface and 
cloud effects at (g) 0030, (h) 0130, (i) 0230, (j) 0330, (k) 0423, (l) 0530 UTC on April 8, 2000

그림 9는 기상상태와 련하여 air mass의 

후진궤 분석 모델(HYSPLIT 4 : HYbrid Single- 

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Model; NOAA/ARL/ERL)을 이용하여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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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HYSPLIT 4(NOAA/ARL,1997) backward trajectory results on April 7(left) and 8(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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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RSR(rotating shadowband radiometer) measured AOD in Kwangju(N36.10, E126.75)

과 8일에 하여 한반도에 도착하는 공기덩어리

의 24시간 후진궤 을 분석할 결과이다. 후진궤

 분석을 통하여 4월 7일의 경우 황사를 포함

한 공기덩어리가 고비사막으로부터 국을 거쳐 

황해를 지나 한반도에 도달하고 있고, 4월 8일의 

경우엔 주로 육지를 통하여 한반도 북쪽으로 이

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의 경

우엔 에어러솔의 성질이 다를 것으로 상되며 

4월 7일의 경우엔 국 륙에서의 오염과 함께 

바다를 지나면서 습도의 증가로 입자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 GMS-5 성 측 자료와 지상 측자료

의 비교검증

지상에서 측된 기 에어러솔 학두께 

자료는 성 측자료의 검증을 하여 필요하

다. 이를 하여 주지역에서 측한 RSR 자

료와 GMS-5 성자료에서 도출된 에어러솔 

학두께를 비교하 다. 그림 10은 성에서 

측된 에어러솔 학두께 계산알고리즘 용

시 에어러솔 모델의 선택에서 평균경이 각각 

2, 3, 4㎛인 경우에 도출된 GMS-5 가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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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omparison between satellite derived AOT and RSR AOD for (a),(d) MMD= 2, (b),(e) 
MMD= 3, (c),(f) MMD= 4 on April 7, and April 8 respectively

에어러솔 학두께와 RSR 학 두께를 비교

한 것으로, 낮은 학두께에서는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으나 에어러솔의 평균경이 증가할수

록 높은 학 두께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입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후방 산

란되는 복사량이 감소하여 채  알베도에 

한 의존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RSR에서 

측된 AOD값은 4월 7일과 8일 각각 0.7±0.14, 

0.25±0.01 이다.

그림 11은 각각의 3가지 에어러솔 모델을 사

용했을 때의 학두께결과를 RSR 자료와의 상

성을 분석한 결과로 오차는 4월 7일의 경우 

에어러솔 모델에서 MMD= 2㎛, 3㎛, 4㎛일 때 

각각 16.8 %, 6.1 %, 13.6 %를 나타내고 있고, 4

월 8일의 경우 5.2%, 11.6%, 18.8%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4월 7일의 경우 MMD= 3㎛의 크

기분포를 가지는 에어러솔이 우세함 알 수 있

고, 4월 8일의 경우 MMD= 2㎛의 크기분포를 

가지는 에어러솔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후진궤 분석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습도

에 따른 입자의 크기 변화와 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결국 성 상과 지상측정결과의 비

교분석에서 한 에어러솔 모델을 사용한 경

우 10% 내의 오차율의 범  안에서 만족할 만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체 으로 지상 측 자

료와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큰 에어러

솔 학두께를 가지는 경우(>1.5)에는 오차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5 보다 큰 학두께를 

가지는 경우엔 지상 측 값보다 최  30% 이하

의 오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두가지 가능

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로 에어러솔의 흡수

특성이 제 로 고려되지 못한 경우 지상 측 값

보다 작아질 수 있으며, 둘째 지상 측 자료에 

해 구름제거 과정이 제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큰 값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결    론

기 에 있는 에어러솔은 환경오염물질로

서 인간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직



Monitoring of Atmospheric Aerosol using GMS-5 Satellite Remote Sensing Data
――――――――――――――――――――――――――――――――――――――――――――――――――――――――――――――――
14

간 으로 지구복사평형에 향을 주어 지구

기후변화-냉각화(whitehouse effect)를 유도할 

수 있으며, 기 에서의 물리․화학  변화와 

이동에 의해 인 국가간에 상호 향을 미치기

도 하여 기오염 발생원과 피해지역간의 계

에 따른 국가간의 분쟁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한 기 에어러솔은 기 에서 체류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역 인 특성에 따라 변화하여 

지구기후변화 등의 기환경변화에 불확실성을 

래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후변화의 요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 에어러솔의 물리․

학  특성 악이 요구되며, 이를 해 에어

러솔의 시․공간  측  감시가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4월에 발생한 황사

사례를 심으로 기 에어러솔에 한 모니

터링을 하여 한반도 지역을 측하고 있는 

GMS-5 성자료를 이용하여 황사 에어러솔

에 한 학 인 인자를 도출하는 방법에 

하여 논하 다. 성에서 측된 복사량은 구

름제거 알고리즘을 통하여 구름 역이 제거된 

상태에서 에어러솔에 의한 학두께자료를 나

타내었으며, 지상 측자료와 비교할 때 만족스

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별 성사진

에서 나타난 황사의 이동모습과 후진궤 분석

을 통하여 황사를 포함한 공기덩어리가 고비

사막으로부터 국을 거쳐 한반도에 도달하는 

것과 이때 에어러솔 농도가 증함과 에어러

솔 학두께가 증가하는 상을 확인하 다. 

한 같은 황사 상이 발생한 시간 에 지상

에서 측한 LIDAR  복사 측기기와 다른 

모델계산자료들은 서로 황사 에어러솔의 특성

을 잘 나타내고 있으므로 성 측자료에서 

기  에어러솔의 모니터링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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