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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x-year (2000~2005) record of aerosol optical thickness (AOT or τ) data from the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was analyzed over the Northeast Asia. The MODIS AOT standard products (MOD04_L2) 
over both ocean and land were collected to evaluate the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the atmospheric aerosols over 
the study region (32°N~42°N and 115°E~133°E). The monthly averaged AOT result revealed slight changes(±0.002 
τ/month), which was almost unchangeable, over Korea. In contrast, the large AOT values (> 0.6) and a significant AOT 
increase (> 0.004 τ/month) over East China were observed. For the analysis of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AOT values, 
study area was divided by six sectors (Ⅰ: North-East China, Ⅱ: East China, Ⅲ: Yellow Sea, Ⅳ: Korea Peninsular, Ⅴ: 
East Sea, and Ⅵ: South Sea and Western part of Japan). The considerable result showed that particularly high AOT con-
tribution was observed over sector Ⅰ (32.5%) and Ⅱ (25.5%) where some major urban and industrialized areas and agricul-
tural fields are located and other cases were observed 13.2%, 14.6%, 7.1%, 7.0% over sector Ⅲ, Ⅳ, Ⅴ, and Ⅵ, respectively. 
In addition, yearly AOT changes based on seasons are observed differently at each sector but increasing trends reveal 
in summer and fall over all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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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중의 에어러솔 입자들은 물리ᆞ화학적 특성 차

이에 의해 태양광을 산란하거나 흡수함으로써 지구 복

사 수지, 물 순환,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구대

기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Charlson et al., 
1987). 또한 특정 형태의 에어러솔은 구름 입자와의 

상호작용으로 구름물리적 특성 변화를 일으키고 구름

의 복사특성과 강우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Rosenfeld, 
2000). 이러한 대기 에어러솔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에어러솔 특

성과 분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량화해야 한다. 
대기 에어러솔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in-situ, 지상, 비행기, 및 인공위성에서의 원격 탐사가 

필수적이다. 특히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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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간격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관측하는 이점이 있

어 에어러솔의 지역적 및 전 지구적인 분포 파악이 가

능하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인공위성으로 에어러솔 특

성을 관측한 연구결과가 미국 (Charlson et al., 1992; 
Kaufman et al., 1997a)과 일본 (Nakajima et al., 1998; 
Goloub et al., 1999), 유럽 (Veefkind et al., 2000; von 
Hoyningen-Huene et al., 2006)을 비롯한 위성보유국

을 중심으로 많이 발표되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위성

자료를 이용한 에어러솔 원격탐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Lee et al., 2004; 이권호 등, 2004). 
특히, Kaufman et al. (2002)은 위성관측을 이용한 에

어러솔 특성 파악이 지구 기후변화 연구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현재 미국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서는 지구관측시스템 계획 (EOS; 
Earth Observing System)의 일환으로, TERRA 위성

에 탑재된 MODIS센서를 이용하여 대기 에어러솔 관

측자료를 2000년부터 생산하고 있다. 위성관측 자료

에서 대기 에어러솔의 측정은, 위성 센서로 관측되는 

신호에서 대기 및 지표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여 에어

러솔만의 신호를 구별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상위성이

나 해양관측 위성은 육지의 높은 반사도 영향으로 에

어러솔 관측이 어려웠으나, MODIS의 경우 향상된 분

광 해상도를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육상에서의 에어러솔 

관측이 가능해졌다. 에어러솔 광학두께 (AOT; Aerosol 
Optical Thickness)를 구하기 위한 MODIS 에어러솔 

분석 알고리즘은 육지 (Kaufman et al., 1997b)와 해양

(Tanré et al., 1997)에서 적용되는 방법이 다르다. 이
의 자세한 내용은 알고리즘 보고서 (ATBD; Algorithm 
Theoretical Basis Document)에 기술되어 있다. MODIS 
에어러솔 자료는 전세계 약 200지역 이상의 AErosol 
RObotic NETwork (AERONET; Holben et al., 1998) 
관측사이트의 Sunphotometer에어러솔 관측자료를 이

용하여 검보정이 되었다. MODIS 에어러솔 관측자료

의 정확도는 육상에서 ±0.05±0.2τ (Chu et al., 2002; 
Chu et al., 2003)과 해상에서 ±0.03±0.05τ(Remer et 
al., 2002)와 같이 보고 되었으나 한반도 지역에서의 

비교결과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다.
한편, 한반도 지역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

물질의 주요 이동 통로로서 중국의 산업밀집지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

다. 또한, Akimoto (2003) 와 Richter et al. (2005)의 

연구결과와 같이 중국지역의 대기오염은 현재까지 계

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중국대륙으로부터의 장

거리이동성 (long-range transport) 오염물질에 대한 감

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5
년까지의 AOT값의 정확도를 정량화하고 이를 바탕으

로 TERRA/MODIS센서의 에어러솔 관측자료를 이용

하여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의 에어러솔의 시․공간적

인 특성과 변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에어러솔 관측 자료는 미국의 

NASA에서 1999년 12월에 발사한 테라 (TERRA) 인
공위성에 탑재된 MODIS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TERRA 위성은 지구궤도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나

가고 적도 상공을 오전에 통과하는 (AM) 형태로 설계․

운용되고 있다. 또한 705 km의 지구 궤도에서 ±55도
의 반복된 스캔과 2,330 km에 달하는 수평 관측 폭을 

가지고 있다. 지구 전체를 관측한 자료는 매일 혹은 이

틀에 한 번씩 공급된다. Terra 위성에 탑재된 5개

(ASTER, CERES, MISR, MODIS, MOPITT)의 센서 

중 MODIS는 36개의 광학스펙트럼 채널과 세 가지의 

공간해상도 (250 m, 500 m, 1000 m)의 그룹별로 지구 

관측 자료를 획득한다. MODIS 관측자료는 2개의 채

널 (645, 858 ㎚)에서 250 m의 해상도를, 5개의 채널 

(469㎚, 555㎚, 1240㎚, 1640㎚, 2130㎚)에서 500 m
의 해상도를, 나머지 29개 (412㎚∼14.24㎛)의 채널

에서 1,000 m의 해상도를 가진다. 
육지에서의 MODIS 에어러솔 알고리즘은 비교적 

대기의 영향이 없는 근적외영역 (2.1㎛, 3.8㎛)의 지표

반사도 값과 0.47㎛채널, 0.66㎛채널 간의 상관관계

를 이용하여 Dark 픽셀을 구별한다 (Kaufman et al., 
1997b). Dark 픽셀의 지표반사도는 매우 낮으므로 대

기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할 수가 있어 에어러솔의 반

사도를 비교적 쉽게 계산 할 수 있다. NASA에서는 이

러한 Dark 픽셀에서의 반사도 값과 미리 계산된 LUT 
(Look Up Table)을 이용하는 에어러솔 알고리즘이 개

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Kaufman et al., 1997a). 
해양의 경우 육지보다 지표반사도가 낮고 비교적 

균일하기 때문에 AOT를 구하기 위해 육상 알고리즘

과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해상의 경우 AOT뿐만 아니

라 에어러솔의 컬럼 부하량과 에어러솔 크기 분포

(0.08㎛∼5㎛)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것은 6개의 

밴드영역 (0.55㎛∼2.13㎛)에서 미리 가정된 1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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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분포 (5가지 미세 입자 영역과 6가지 조대 입자 영

역)를 사용하여 복사전달모델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획득된다 (Tanré et al., 1997). 이 원리는 위성의 센서

를 통해 관측되는 총 복사량 Lc
S V Vλ µ µ φ( , , ) 이 에어러

솔의 미세 입자영역과 조대 입자영역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식

으로 나타내어 질 수 있다 (Tanré et al., 1997).  

Lc
S V Vλ µ µ φ η( , , ) =   

L LS
S V V

l
S V Vλ λη µ µ φ η µ µ φ( , , ) ( ) ( , , )+ −1                (1)

여기서, LS
S V Vλ µ µ φ( , , ) 와 Ll

S V Vλ µ µ φ( , , ) 는 각각 미세 

입자에 의한 복사량과 조대 입자에 의한 복사량이고 

η 는 총 반사율에 대한 미세 입자의 크기 비율로써 

AOT를 구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 값은 최소의 에러 

값 ( slε )을 가지는 η 값의 선택을 위하여 측정값과 LUT
의 모델 계산 값과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구하고 다음

과 같은 식을 이용한다 (Tanré et al., 199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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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 v v( , , )µ µ φ 는 채널 j에서 

각각 관측된 복사량과 계산된 복사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MODIS에 의해 관측된 에어러솔 자

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MODIS 에어러솔 표준 자료인 

MOD04_L2자료 (Version 4.2.4)를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은 북위 32°~ 42°, 동경 115°~133°의 사각형 영

역으로 중국 동부지역과 한반도 및 동해를 포함하는 동

북아시아지역이다 (Fig. 4). 이 지역에 대한 대기 에어러

솔의 공간적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MODIS 관
측이 시작된 2000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의 6년 

동안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공간해상도의 

균일한 격자화를 위하여 한 격자당 0.1°× 0.1° (약 10 
km2)의 해상도를 가지도록 평균화 하였다. 일별 AOT 
자료를 월별 AOT 자료로 산술 평균화하였고, 월별 

AOT 자료를 봄 (3, 4, 5월), 여름 (6, 7, 8월), 가을 (9, 
10, 11월), 겨울 (12, 1, 2월)의 4계절 평균 AOT 자료

로 산술 평균화하였다. 월 평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 각 픽셀당 7일 이상 관측된 자료만 선별하여 

사용하였으며, 7일 미만의 자료는 계산하지 않았다. 

3. 결 과

3.1 Validation

MODIS AOT 자료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측

지역내의 AERONET 지상 관측자료인 Sunphotometer
의 Level 2.0에 해당하는 Quality Assured AOT 값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서 MODIS AOT는 AERONET 지
상 관측 지점의 위경도를 중심으로 3× 3에 해당하는 9
개의 픽셀값을 구하여 평균화하였으며, AERONET AOT
는 MODIS 관측 시간의 ±30분에 해당하는 AERONET 
AOT값을 평균화하여 구하였다. 기존의 MODIS AOT
의 정확성은 전 지구 3384개의 AERONET 지상 

Sunphotometer 자료를 바탕으로 0.66㎛와 0.47㎛에

서 각각 0.91과 0.82의 상관계수를 보였으나(Chu et 
al., 2002; Chu et al., 2003; Remer et al., 2002) 한반

도 지역에 대해 비교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연구지

역에서의 AERONET 관측지점은 Xiang He (동경

116.962°, 북위 39.754°), Beijing (동경116.381°, 북위 

39.977°), Anmyon (동경126.330°, 북위 36.539°), 
Gwangju (동경126.500°, 북위 35.130°), Gosan(동경

126.167°, 북위 33.283°)에 해당한다. MODIS AOT와 

AERONET AOT의 상관관계는 0.55㎛ 기준으로 Fig. 
1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전체 관측 기간 중 지상 관

측과 위성 관측이 일치하는 횟수는 총 825회에 해당하

고 상관계수는 0.80로 나타났다. 본 연구지역 내의 

MODIS AOT 오차는 ∆τ=±0.1±0.24τ로 계산되었으

며 Fig 1(f)에서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내륙지역에 위

치한 Xiang He, Beijing, Gwangju에서의 상관계수는 

각각 0.82, 0.88, 0.79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해안가 

지역인 Anmyon과 Gosan은 각각 0.52와 0.37의 낮은 

상관계수 값이 나타났는데, 이는 Remer et al.(2005)에
서 보고된 바와 같이 수심이 얕은 해양의 지표반사도

가 비교적 높은 영향으로 발생되는 알고리즘 분석 오

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3.2 관측지역의 대기 에어러솔 특징

Fig. 2는 연구 대상지역에서 6년간의 MODIS AOT
를 0.1°× 0.1°간격으로 평균화한 것이다. 월별 7일 미

만의 관측일수가 기록된 픽셀의 경우, AOT 산출에서 

제외하여 0으로 나타내었다. 지역적 특징으로는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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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Fig. 1. Comparison of MODIS AOT to AERONET AOT at (a) Xiang He, (b) Beijing, (c) Anmyon, (d) Gwangju, (e) Gosan, 
and (f) all station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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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verage AOT distribution for 6 years during 2000 
to 2005 over study area. Each pixel has 0.1°x0.1° resolution 
retrieved with latitude of 32°N to 42°N and longitude of 
115°E to 133°E.

Fig. 3. Average monthly AOT change rate at each pixel over 
the observed area by TERRA/MODIS from 2000 to 2005. 

1000×
∆

∆
Month

τ

 Table 1. Linear correlation results between MODIS and AERONET measured AOT values.

Slope Intercept N R SD

Xiang He 0.98 -0.002 123 0.82 0.34
Beijing 0.96 -0.16 292 0.88 0.26
Anmyon 0.30 0.10 114 0.52 0.14
Gwangju 0.79 -0.01 157 0.79 0.18
Gosan 0.45 0.10 139 0.37 0.21
All stations 0.86 -0.08 825 0.80 0.26

시와 공단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중국 지역에서 약 0.6
이상의 높은 AOT 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한반도 지역 

(약 0.3)에 비해 2배 가량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황해

지역의 AOT는 동해에서 매우 낮은 AOT값을 가지는 

것과 달리 0.5~0.6정도의 높은 값이 나타났으며 중국

지역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났다. 이는 
지형적 특징으로 인한 빠른 풍속에 의해 중국대륙에서 

유입되는 에어러솔과 해양에서 생성되는 해염입자들

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간주된다 (Myhre et al., 2004). 
또한 황하강과 양자강 하류 지역에 나타나는 높은 

AOT의 값은 대기 에어러솔 뿐만 아니라 해양으로 유

입되는 침전물과 해수중의 클로로필에 의한 지표반사

도의 오차가 원인이다 (안유환, 2000; 이나경 등, 
2003).

Fig. 3은 연구 대상 지역의 시간변화에 따른 AOT 
변화 추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픽셀의 월별 AOT
값을 선형회귀분석 (최소자승법)을 하여 6년 동안의 월

평균 AOT 변화율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 ( ) ( )

( ) ( )
∑ ∑

∑∑∑

−

×
−×

=
∆

∆

n
month

month

n
month

month

month
i

i

ii
ii

2
2

τ
ττ

(3)



90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TERRA/MODIS 위성자료를 이용한 2000~2005년 동안의 대기 에어러솔 광학두께 변화 특성

Fig. 4. The four sectors divided by 38°N and 124°E in the 
study area (32°~ 42°N, 115°~ 133°E).

여기서 imonth 은 관측 월, iτ 는 월평균 AOT, n은 총 

관측월수 (71개월)를 의미한다. 이는 일일 MODIS 에
어러솔 자료 (daily products)를 한 달을 기준으로 산술

평균화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관측기간인 

2000년의 각 픽셀당 월평균 AOT를 기준으로 2005년

까지 월평균 AOT 변화율을 계산한 것이다. Fig. 3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특징으로는 AOT가 지난 6년 동안 중

국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승률 (>0.004τ
/month)을 보였으며, 특히 황하강유역을 중심으로 북

위 36°에서 북위 40°지역에서 최고 0.008 τ/month에 

해당하는 AOT 증가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급격한 중

국 경제성장의 결과로써 많은 양의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대기 가스상 입자와 대기 오염 에어러솔의 생성

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Streets et al., 2003a). 반면, 
한반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0.002 τ/month정도의 

비교적 작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거의 변

화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AOT자료의 지역별 변화 특징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 4과 같이 연구대상 지역을6구획으로 세분

화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역 Ⅰ은 Beijing을 

포함하는 중국 대도시 지역과 황사의 주된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이고, 지역 Ⅱ는 산동반도 이남지역으로 바

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영향이 큰 지역이다. 지역 Ⅲ은 

지형학적 영향으로 인한 중국기원의 대기 에어러솔의 

한반도 이동경로 지역이고, 지역 Ⅳ는 한반도, 지역 Ⅴ

는 동해지역, 지역 Ⅵ은 남해와 일본 규슈지역을 포함

한다. Fig. 5는 이렇게 구분된 각 지역의 월별 AOT 자
료에 대한 시계열 분포를 나타내었다. 주로 3~7월의 

기간 동안 AOT 가 증가하는 계절적 양상을 보인다. 그
리고 2003년 5~7월의 경우 다른 연도에 비해 전지역

에서 더욱 많은 증가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러시아 

지역의 산불에서 발생한 스모크의 영향이 있었던 경우

(Lee et al., 2005)와 여름철 대기중 2차 생성물의 증가

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로 겨울철에AOT 
최저점을 나타내는 원인으로는 구름과 눈에 의한 영향

으로 월 중 유효 관측 일수가 부족하여 월평균 값이 낮

게 나타난 것이다. 한편, 중국지역을 포함하는 지역 Ⅰ

과 Ⅱ에서는 다른 두 지역보다 연중 높은 AOT값을 나

타났으며, 특히 2004년6월과 2005년 7월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바이오매스 연소와 중국의 산업활동으

로 발생되는 2차 오염입자 (Secondary aerosol) 농도 

증가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2차 오염

입자의 생성은 가스에서 입자로의 상 변화와 여름철 

높은 온도에 따른 광화학반응 증가가 원인이다. 지역 

Ⅴ의 경우 지역 Ⅳ (한반도 전역)와 대체로 비슷한 값

을 보이고 여름철에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해

양지역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구름에 의한 영향으로 관

측일수 부족으로 인한 통계분석 오차로 간주된다. 관
측기간 중 특징적인 사례 발생일인2001년 3월 황사, 
2003년 5월 러시아 산불, 그리고 2004년과 2005년의 

바이오매스 연소의 월평균 AOT 값을 Fig. 6으로 나타

내었다.
Table 2에서는 각 지역의 계절별 변화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계절별 평균 AOT값과 그 표준편차를 요

약한 것이다. 주로 지역 Ⅱ에서 높은 AOT 값이 나타

나는 특징을 보였다. 연중 여름철 가장 높은 AOT를 나

타내며, 가을과 겨울로 갈수록 낮아지는 계절별 특징

을 보였다. 특히, 2003년, 2004년, 2005년 여름에 계절

평균 값이 각각 0.88±0.19, 1.04±0.16, 0.96±0.27로 매

우 높게 나타났으며, 2001년 가을철에 지역 Ⅳ와 Ⅴ에

서 각각 가장 낮은 값인 0.18±0.12과 0.18±0.05가 나

타났다. 봄철과 여름철의 높은 AOT는 주로 봄철에 발

생하는 대륙기원의 황사에 의한 영향과 중국 내륙에서 

봄과 여름에 걸쳐 발생하는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생

성물과 대기 중 2차 생성물에 의한 영향이다 (Streets et 
al., 2003b). 2001년과 2002년의 경우 봄철 황사 관측

횟수가 서울의 기준으로 각각 24회, 12회로 발생빈도

수가 다른 해 보다 많은 것으로 황사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2003년의 경우 황사 관측횟수는 

연 3회로 발생빈도가 현저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모

든 지역에서 높은 AOT 값을 보였다 (Fig. 6).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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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Time series of monthly averaged AOT at each sector during Feb. 2000∼Dec. 2005. 

Table 2. Seasonal mean AOT and the standard deviations at each area. 
Year  Season Ⅰ Ⅱ Ⅲ Ⅳ Ⅴ Ⅵ

2000 Spring 0.54±0.21 0.75±0.14 0.65±0.18 0.45±0.13 0.46±0.12 0.45±0.11
 Summer 0.49±0.19 0.65±0.14 0.49±0.15 0.37±0.15 0.37±0.07 0.39±0.13
 Fall 0.32±0.16 0.50±0.10 0.31±0.10 0.22±0.11 0.19±0.04 0.24±0.07
 Winter 0.37±0.13 0.56±0.08 0.40±0.13 0.25±0.08 0.25±0.08 0.24±0.07
2001 Spring 0.55±0.22 0.73±0.11 0.68±0.28 0.45±0.11 0.43±0.13 0.46±0.10
 Summer 0.56±0.22 0.74±0.14 0.48±0.16 0.35±0.14 0.25±0.08 0.38±0.10
 Fall 0.29±0.15 0.50±0.11 0.30±0.12 0.18±0.12 0.18±0.05 0.24±0.07
 Winter 0.27±0.18 0.54±0.12 0.37±0.17 0.22±0.09 0.23±0.07 0.21±0.06
2002 Spring 0.48±0.22 0.70±0.11 0.62±0.21 0.35±0.13 0.51±0.21 0.41±0.10
 Summer 0.57±0.25 0.77±0.15 0.54±0.22 0.37±0.15 0.31±0.11 0.38±0.10
 Fall 0.35±0.17 0.58±0.10 0.45±0.15 0.30±0.11 0.25±0.06 0.28±0.08
 Winter 0.25±0.09 0.57±0.08 0.38±0.14 0.26±0.08 0.23±0.07 0.22±0.07
2003 Spring 0.65±0.20 0.75±0.11 0.68±0.22 0.52±0.11 0.60±0.16 0.45±0.11
 Summer 0.68±0.26 0.88±0.19 0.66±0.18 0.43±0.15 0.47±0.12 0.41±0.11
 Fall 0.32±0.17 0.51±0.11 0.30±0.10 0.22±0.11 0.20±0.06 0.23±0.07
 Winter 0.34±0.17 0.54±0.09 0.39±0.15 0.24±0.11 0.23±0.05 0.22±0.07
2004 Spring 0.64±0.27 0.72±0.14 0.58±0.17 0.39±0.14 0.37±0.09 0.38±0.10
 Summer 0.49±0.31 1.04 ±0.16 0.46±0.18 0.29±0.09 0.32±0.08 0.30±0.09
 Fall 0.44±0.18 0.59±0.13 0.36±0.15 0.23±0.10 0.23±0.06 0.23±0.06
 Winter 0.59±0.24 0.69±0.20 0.38±0.14 0.26±0.10 0.22±0.06 0.22±0.07
2005 Spring 0.68±0.26 0.74±0.14 0.61±0.22 0.43±0.14 0.44±0.14 0.39±0.11
 Summer 0.87±0.42 0.96±0.27 0.72±0.26 0.56±0.25 0.49±0.11 0.48±0.13
 Fall 0.48±0.22 0.69±0.14 0.42±0.15 0.24±0.11 0.21±0.06 0.2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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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6. Monthly average AOT for major aerosol event cases of (a) Asian dust on March, 2001, (b) Russian fires on May, 
2003, (c) Biomass burning on June, 2004, and (d) Biomass burning on July, 2005, respectively.

지역에서 5, 6, 7월에 집중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황사와 같이 봄철 중국지역에서 발생된 

대기 에어러솔에 의한 영향이 아닌 여름철 러시아 지

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산불에 의한 대기 에어러솔

의 생성과 이동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Lee et 
al., 2005).

계절에 따른 각 지역별 AOT의 연도별 증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계절별 평균 AOT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형 회귀 분석 (최소자승법)을 하여 Fig. 7와 Table 3

에 나타내었다. 계절별 특징으로는 전 지역에서 여름

과 가을철에 AOT 증가가 나타났으며 특히 여름철의 

지역 Ⅰ과 Ⅱ에서 0.05τ/yr와 0.08 τ/yr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이 나타났다. 봄철의 경우 지역 Ⅰ(0.03 τ/yr)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AOT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

다. 겨울철의 경우 역시 중국지역인 지역 Ⅰ, Ⅱ에서 

AOT 증가와 그 외 지역에서의 AOT변화가 거의 없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오염물

질 배출량의 증가와 바이오매스 연소로 인한 2차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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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7. Linear regression of yearly averaged AOT values at (a) Spring, (b) Summer, (c) Fall, and (d) Winter, respectively.

러솔 농도 증가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계절별 

뚜렷한 특징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광화학 반응에 

의한 2차 대기 에어러솔의 영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Fig. 8은 관측기간에 대한 각 지역별 AOT의 

전체 평균 AOT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내었다. 각 지역

별 AOT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퍼센트 비율

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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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torf sec 는 지역 i에서 관측된 픽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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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지역에서의 총 관측 픽셀수, 그리고 itorsecτ 는 

지역 i의 평균 AOT를 의미한다. 지역 Ⅰ과 지역 Ⅱ에

서 각각 32.5%와 25.5%로 높은 기여도로 이 지역의 

에어러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각 지역의 기여도는 

지역 Ⅳ (14.6%)>지역 Ⅲ (13.2%)>지역 Ⅴ(7.1%)>지

역 Ⅵ (7.0%)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역별 

특징으로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중국지역

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Ⅰ의 경우 전 계절에 걸쳐 

AOT가 0.03 τ/yr (봄), 0.05 τ/yr (여름), 0.04 τ/yr (가
을), 0.05 τ/yr (겨울)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계절별 

년 환산 기준으로 각각 6.44% (봄), 10.54% (여름), 
13.05% (가을), 19.66% (겨울)에 해당하는 증가율을 

나타남으로 겨울철 대기 에어러솔 증가율이 큼을 알 

수 있다. 지역 Ⅱ의 경우 봄철을 제외한 전 계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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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AOT fraction of each sector to the total averaged 
AOT during 2000 ~ 2005. 

Table 3. The slopes and intercepts of linear regression (Y = AX + B) of yearly 
averaged AOT changes at each season. Here, X is ∆year, and Y is ∆AOT.

Slope (x100) Intercept

Spring Sector Ⅰ 3.22 0.50
Sector Ⅱ -0.15 0.73 
Sector Ⅲ -1.20 0.67 
Sector Ⅳ -0.41 0.44 
Sector Ⅴ -0.55 0.49 
Sector Ⅵ -1.56 0.46 

Summer Sector Ⅰ 5.04 0.48 
Sector Ⅱ 7.46 0.65 
Sector Ⅲ 3.45 0.47 
Sector Ⅳ 2.48 0.34 
Sector Ⅴ 2.82 0.30 
Sector Ⅵ 0.67 0.37 

Fall Sector Ⅰ 3.57 0.27 
Sector Ⅱ 3.21 0.47 
Sector Ⅲ 1.65 0.32 
Sector Ⅳ 0.42 0.22 
Sector Ⅴ 0.69 0.20 
Sector Ⅵ 0.35 0.24 

Winter Sector Ⅰ 5.12 0.26 
Sector Ⅱ 2.70 0.52 
Sector Ⅲ -0.25 0.38 
Sector Ⅳ 0.46 0.24 
Sector Ⅴ -0.63 0.24 
Sector Ⅵ -0.36 0.23 

>5.22% (겨울) AOT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에 해당하는 지역 Ⅳ의 경우 봄철의 0.92% 감소를 제외

하고 전 계절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여름철에 7.32%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났고, 가을과 겨울철의 경우 각각 

1.96%와 1.95%로 증가율이 미미하였다. 계절적으로 

전 지역에서 여름철과 가을철의 대기 에어러솔 증가가 

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 계절에 걸친 지역 Ⅰ의 높은 

증가율 특징을 MODIS 관측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MODIS 위성관측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5
년까지 동북아지역의 대기 에어러솔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시간적 분포특성으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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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AOT가 봄과 여름철 높고 가을과 겨울철에 낮은 계

절별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관측 연도별 AOT의 

변화율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상이한 특징이 나타났

다. 전 지역에서 여름과 가을철 AOT가 증가하는 특징

을 보였고, 특히 지역 Ⅰ과 Ⅱ에서 AOT 증가율이 높

은 양상이 나타났다. 전 계절에 걸쳐 나타난 지역 Ⅰ의 

높은 증가율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통해 볼 때 지역 발

생의 에어러솔 오염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 Ⅰ의 겨울철 년 변화율이 19.66%로

서 다른 계절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보아, 겨울철 지역 

발생의 대기 에어러솔 오염이 큼을 알 수 있었다. 공간

적 분포특성으로는 중국지역에서의 뚜렷한 증가현상

과 그 외 지역에서의 계절적 변화현상을 들 수 있다. 관
측 연도별 특징으로는 황사의 발생빈도가 큰 2001년

과 2002년의 AOT 값이 봄철에 높은 것과 2003년 여

름철 러시아 기원의 산불에 의해 생성된 대기 에어러

솔의 장거리 이동 오염의 영향으로 인한 뚜렷한 AOT
증가를 들 수 있다. 또한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중국

지역에서의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영향 또한 MODIS 
관측결과로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에어러솔 광학 파

라미터 자료는 에어러솔의 광학적 특성을 구분하는데 

유용하며 특히, 황사 및 바이오매스 연소현상에 의해 

생성된 대기 에어러솔 입자들에 관한 광역 분포 정보

의 제공에 유용하다. 또한 에어러솔의 시간적 변화양

상을 분석함으로써 대기 오염원으로서의 에어러솔 변

화추이를 파악 할 수 있었다. 향후 MODIS 및 기타 환

경관측위성 자료를 이용한 에어러솔 광학특성 분포지

도를 이용하면 한반도 인근지역 에어러솔의 모니터링

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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