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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atellite data have an intrinsic problem due to a number of various physical parameters,

which can have a similar effect on measured radiance. Most evaluations of satellite performance

have relied on comparisons with limited spatial and temporal resolution of ground-based

measurements such as soundings and in-situ measurements.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a new way of satellite data evaluation is suggested with statistical tools such as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EOF), an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SVD). The EOF analyses with

OMI and OMI HCHO over northeast Asia show that the spatial pattern show high correlation

with population density. This suggests that human activity is a major source of as well as HCHO

over this region. However, this analysis is contradictory to the previous finding with GOME

HCHO that biogenic activity is the main driving mechanism(Fu et al., 2007). To verify the

source of HCHO over this region, we performed the EOF analyses with vegetation and HCHO

distribution. The results showed no coherence in the spatial and temporal pattern between two

factors. Rather, the additional SVD analysis between NO2 and HCHO shows consistency in

spatial and temporal coherence. This outcome suggests that the anthropogenic emission is the

main source of HCHO over the region. We speculate that the previous study appears to be due

to low temporal and spatial resolution of GOME measurements or uncertainty in model inpu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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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아시아는 20세기 이후 뚜렷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로 인해 대도시 지역에서 대기 오염농도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Streets et al., 2000). 동아시아 지역

의 대기오염물질은 대부분 화석연료의 연소 같은 인

간 활동에 의해 생성되지만, 바이오메스(biomass)의 불

완전 연소와 식물의 생명활동에 의해서 배출되는 가

스와 같이 자연활동에 의해서도 생성된다(Streets et

al., 2003 ; Logan, 1983). 특히 포름알데히드(HCHO)

와 이산화질소(NO2)의 경우 중국의 산업화 도시화 과

정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오존()의

전구물질이며 대기 화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가

스이며 대기에 잔류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배출원

판별에 유리하다.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은 호흡기 계통의 건강문제와

대기 질 측면의 환경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태

양광을 산란 또는 흡수하여 복사수지를 변화시키고

(Sillmon et al., 1999; Akimoto et al., 2003), 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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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지역으로 장거리 수송되어 다른 지역의 환경 및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Crutzen, 1979; Lee et

al., 2008; Richter et al., 2005). 

따라서 오염물질이 환경과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

을 이해하고 오염물질의 장거리 수송을 모니터링 하

기위해서는 공간적 시간적 해상도가 높은 위성자료는

매우 유익하다. 위성을 이용한 대기오염물질 관측은

1978년 TOMS(Total Ozone Mapping Spectrometer)의

오존관측에서 시작하였고, 이후 1996년 GOME(Global

Ozone Monitoring Experiment)를 이용해 다양한 오염

기체를 관측 하였다. 최근에는 유렵의 SCIAMACHY

(SCanning Imaging Absorption SpectroMeter)와 미국

의 OMI(Ozone Monitoring Instrument)를 이용한, O3,

NO2, HCHO) 등의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Richter

and Burrows, 2002; Martin et al., 2002; Richter et al.,

2005; Palmer et al., 2006; Millet et al., 2006; Boersma

et al., 2008). 

위성에서 측정한 대기오염 값은 위성 관측 값의 ill-

posed 문제 때문에 오차를 내포하고 있어, 자료의 객

관성과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검증 방법에는 지점관측 값과 위성관

측 값을 비교하는 것, 또는 항공관측 값과 위성관측 값

을 비교하는 것이 있다(Martin et al., 2004; Petritoli et

al., 2004; Schaub et al., 2006; Boersma et al., 2008;

Wenig et al., 2007). 하지만 이 검증방법은 지상관측자

료가 가지는 시·공간적 한계 때문에 검증에 어려움

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서로 다른 위성에서 측정된

산출물을 비교하는 것이다(Boersrma et al., 2008; De

Smedt et al., 2008).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센서 간 기

간의 차이, 보정문제, 시·공간적 분해능 차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Boersma et al., 2008; Kurosu et

al., 2008). 그러므로 위성자료의 검증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검증방

법과 다른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증 방법은 위성으로 측정된 다

양한 관측 값에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고, 개개의 위

성 산출물의 시·공간 분포를 분석하는 경험적 직교

함수(Emprical Orthogonal Function, EOF)와, 두 종류

의 위성산출물 사이의 시·공간적 상호 관계를 분석

하는 특이 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들은 분석하고자 하는 신

호와 의미 없는 신호 모두를 포함한 관측 값으로부터

시·공간적으로 뚜렷한 현상을 찾을 수 있으며, 이

현상을 대기오염물질들의 계절에 따른 배출원 변화,

생성 소멸반응, 다양한 화학반응을 고려함으로써 위

성 산출 값을 평가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Kim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오염 배출량과,

다양한 오염 방출원을 가지는 동아시아지역을 대상으

로 위성에서 관측한 대기오염물질 자료에 통계적 기

법을 적용하여 관측 값의 객관성을 검증하고, 주요 대

기 오염물질인 NO2와 HCHO의 주 배출원을 분석하였다.

2. 분석방법

2.1. Algorithm 

OMI는 자외선, 가시광 영역에서 지표면에 의해 반

사 또는 대기에 의해 산란되는 태양광을 측정하는 센

서(Spectrometer)이다. 측정한 파장을 분석함으로써 물

질들의 대기 중 시·공간적인 분포도를 도출할 수 있

다(Platt, 1994). HCHO(formaldehyde)와 NO2는 각각

자외선 영역(327.5~356.5 nm)과 가시광 영역(405~

465 nm)의 다른 관측 파장대를 이용하지만, 유사한 개

념의 산출 알고리듬을 사용한다(Boersma et al., 2002).

OMI의 HCHO 산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진다(OMI ATBD Vol.4). 첫 번째로 파장별 복

사휘도(radiance)와 복사조도(irradiance)로부터 HCHO

및 간섭기체들을 포함하여 여러 기체들의 경사 컬럼

밀도(slant column density)(molecule/cm2)를 구한다.

HCHO의 slant column은 각각의 복사분광(radiance

spectra)의 비선형 최소 자승 맞춤(least square fitting)

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때 간섭되는 기체 종류인 O3,

NO2, BrO, O2-O2, Ring 효과 등을 포함한다(Chance

et al., 2002). 두 번째는 HCHO 연직 분포를 산출하

기 위해 모델을 이용하여 Air Mass Factor(AMF)를 결

정한다. AMF는 빠른 계산을 위해 위성각, 태양각, 알

베도, 하늘상태 등 에 따라 미리 계산된 조견표(lookup

table)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세 번째로 slant column

과 모델에서 구한 AMF을 사용하여 대류권 HCHO 값

(total vertical column density)(molecule/cm2)을 구한다.

2.2. 자료

사용한 OMI NO2 자료는 NASA(http://mirador.gsfc.

nasa.gov/) 에서 제공 하는 2004년 10월부터 2009년

12월 기간의 NO2 일별 Level-2(L2) 이며, 13 × 24의

높은 공간 분해능을 가진다. 구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Stavrakou et al., (2009)이 제시한 구름운량

(cloud fraction)이 0.4 이하인 자료만을 사용하여 위·

경도 1 × 1° 격자의 일별 자료를 생성 하였다. 각 격

자에서의 월평균 NO2 값은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10개 이상인 경우에만 계산되었다. OMI HCHO

는 2004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NASA(http://

mirador.gsfc.nasa.gov/)에서 제공하는 격자 자료(L2-

Grided)를 사용하였다. 

Kim et al. (2009)와 Jaross (2009)는 OMI HCHO 자

료 분석을 통해서 OMI HCHO 배경 값이 꾸준히 증

가하는 경향을 띄며, 이것은 OMI UV채널의 퇴화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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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임을 밝혔다. 이에 Kurosu(personal communication,

2010)는 비현실적인 증가 경향과 구름화소를 제거한

OMI HCHO(Bg OMI HCHO) 보정 자료를 제공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보정된 OMI HCHO자료와 기존의

OMI HCHO자료를 비교하고, 보정된 자료 또한 분석

검증하였다. 

2.3 통계적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EOF와 SVD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

용하여 위성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을 검증하였다.

EOF는 한 가지 변수의 독립된 공간분포와 시간분포

(EOF time series or expansion coefficients)을 추출하

는 주성분 분석이다(Lorenz, 1956). SVD는 두 변수에

관해서 서로 결합된 시·공간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으로써 공간적으로 직교하는 두 개의 특이벡터(singular

vector) 쌍과 각 벡터 쌍과 관련된 한 개의 특이값

(singular value) 그리고 시간분포(expansion coefficient)

를 산출한다(Bretherton et al., 1992; Wallace et al.,

1992). 이 분석 방법들은 복잡한 역학계의 자유도를

최소화하면서 원시 자료가 포함하는 현상을 간단하게

묘사함으로써, 자료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용이한 장

점을 가진다.

3. 결 과

Fig. 1은 동아시아지역(110°E-130°E, 25°N-43°N)에

Fig. 1. The EOF analyses of (a) OMI NO2, (b) OMI HCHO, and (C) New OMI HCHO over East Asia. The left and right

columns in the figure show the maps of spatial patterns and the coupled time series of the expansion coefficients with squared

covariance fractions in mode one, respectively. The black line represents time series of the expansion coefficients and The red

line represents the monthly average over entire measurement period, which is repeats. The blue dots represent the January and

the black dots represent the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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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OMI NO2와 HCHO 그리고 보정된 OMI HCHO

자료를 분석한 EOF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Mode1의 결과가 전체 변동성의 70% 이상을 설명하

기 때문에, 첫 번째 Mode1만을 분석하였다. Fig. 1의

왼쪽은 공간분포를, 오른쪽은 시간분포(expansion

coefficients)를 나타낸다. 시계열에서 붉은 점선은 전

체 주기에서 각 달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파란 점은

각 해의 1월을, 검은 점은 7월을 각각 나타낸다. 

Fig. 1a는 OMI NO2를 EOF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변동성의 74%를 설명한다. 이 그림에서 대도시 부근

지역에서 NO2가 높은 값을 보인다. 이러한 공간분포

와 인간 활동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밀도

분포자료(http://sedac.ciesin.columbia.edu/gpw, Fig. 2)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인구밀도와 NO2는 매우 높은 상

관관계를 보여준다. 이것은 이지역의 NO2가 인간활동

에 의한 부산물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역의 NO2 계절 분포에 대한 많은 분석 연구

가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 결과 겨울철인 12~1월에

최대값을 가지고 여름철 6~7월에 최소값을 보여주었

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계절

분포의 원인을 Lee et al. (2008)은 SCIAMACHY NO2

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겨울철 난방연료 연소의 증가

로 제시하였고 Richer et al. (2005) 와 Vander A.

(2008)는 GOME와 NO2 자료 분석을 통해 계절에 따

른 연소의 차이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른 OH와의 광

화학 반응에 의한 침적율 변화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Jaegle et al. (2005)에 의하면 중국의 냉난방에 의한

연간 배출량 차이는 적기 때문에 배출량차이로 NO2

의 계절적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OH와

의 광화학 반응에 따른 침적율을 고려한 NO2의 계절

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식 (1)은 Dentener and Crutzen.

(1993)가 제시한 NO2 광화학 소멸 반응식이다. 

6~7월의 경우, 태양 천정각이 작아져 지표에 도달

하는 태양광이 강해지고 아시아 몬순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급증하기 때문에(Ha et al., 2005) 식(1)의 광

화학 반응에 의한 소멸반응이 증가하고, 강수에 의한

습성침적(wet deposition)을 통해서 NO2가 제거된다.

또한 Platt et al. (1984)에 의하면 습도가 높을수록 OH

생성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름철 NO2 농도가 최

소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은 이러한 NO2 소멸반응이 줄

어들어 최대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day>

NO2 + hv ==> NO + O

O + O + M ==> O3

O3 + hv ==>O *

2 +O*

O* + H2O ==> 2OH 

NO2 + OH ==> HNO3

HNO3 + wet or dry deposition ==> remove

Fig. 2. Population Density 2005, The east Asia region, Blue areas denote lowest density regions while higher population

densities are portrayed in yellows, oranges and reds.



백강현·김재환 499

Atmosphere, Vol. 20, No. 4. (2010)

<night>

NO2 + O3 ==> O2 + NO3

NO3 + NO3 + M ==> N2O5 + M3 (1)

HCHO는 생체소각 또는 식물활동과 인간 활동으로

부터 배출된 유기화합물(VOCs)의 산화로부터 생성된

다(Lee et al., 1998, Palmer et al., 2003, Wert et al.,

2003).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HCHO 배출원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으로,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각 배출원 으로부터 HCHO 배출량이

정량화되지 않은 지역이다(Fu et al., 2007). 그러므로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 HCHO 주 배출

원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HCHO와 보정된 HCHO자료의 품질을 평가하

고, 동아시아지역 HCHO의 주 배출원을 규명하기 위

하여 각각의 자료를 EOF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b

는 기존의 OMI HCHO 자료를 EOF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며, Fig. 1c는 보정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를 보여준다. 두 결과는 전체 변동성의 76%, 68%를

각각 설명한다.

기존 HCHO자료의 공간분포(Fig. 1b)는 중국 동부

지역 뿐만 아니라 중국북부 사막지역을 포함하여 대

부분 지역에서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혼잡한 공

간분포는 어떤 특정한 HCHO 배출원과의 관계로 설

명하기는 어렵다. 시계열은 2008년 이후로 아주 급격

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특히, 인간활동과

식물활동이 존재 않는, 중앙태평양과(180°W-160°W,

25°N-5°N), 중국사막 지역(95°E-100°E, 35°N-45°N)에

서도 연간 10% 이상의 증가하는 시계열 경향을 보인

다. 이것은 Palmer et al. (2007)의 HCHO 증가경향

(연 6%)과 비교하건데 너무 큰 수치이다. 이런 급격

하게 증가하는 시계열 경향은 OMI HCHO자료에 문

제가 있음을 나타낸다(Jaross, 2009). 

반면 Fig. 1c에 제시된 보정된 HCHO 자료의 시계

열은 기존 자료가 가지고 있던 급격한 증가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공간분포는 대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서울에서 매우 높은 값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구밀도

분포인 Fig. 2와 NO2의 EOF 공간분포인 Fig. 1a와 매

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간활동이 HCHO 농도변화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Fu et al. (2007)은 GOME 자료를 사용한 화

학모델 분석결과를 통해서 식물활동이 동아시아 지역

에서 가장 주요한 VOCs 배출원이며, 여름철 활발해

진 식물활동에 의해 증가된 Isoprene의 산화과정 때문

에 HCHO가 이시기에 최대값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인간활동이 동아시아지역 HCHO의 주요 배출

원이라는 우리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

므로 두 결과 차이의 원인을 제시하기 위해, 이 지역

에서 식물활동과 HCHO 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식물활동량을 살펴보기 위해 MODIS 위성에서 관측

한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사용하였고(Huete et al., 1999), 이 지수를 보

정된 HCHO의 EOF분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식물활동

과 HCHO 관계를 분석하였다. NDVI는 겨울철 따뜻한

중국 남부지역에서 높은 값을 가지며 북반구가 따뜻해

지는 여름으로 진행됨에 따라 점점 북쪽으로 증가하는

공간 분포를 가진다(http://gdata2.sci. gsfc.nasa.gov/ daac-

bin/G3/results.cgi?wsid=128456128427998&app

=latlonplot&instance_id=mairs_monthly& sid=128456125427206

&gsid=mairs_monthly_). 만약 식물활동이 동아시아지

역 HCHO의 주요 배출원이라면, 식물활동의 공간 변

동성과 HCHO 공간 변동성이 일치하여야 한다. 하지

만 Fig. 1c의 HCHO의 공간분포는 NDVI의 공간분포

와 매우 낮은 상관성을 보이는 반면, Fig. 2의 인구밀

도분포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이 같은 분석 결과

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간활동이 식물활동보다 HCHO

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HCHO의 계절적 분포는 NO2와는 정반대로 6~7월

에 최대, 12~1월 최소값을 보인다. Fu et al., (2007)

과 Shim et al., (2006)은 이러한 동아시아 계절적 분

포를 여름철 식물활동에 기인한 isoprene의 증가로 설

명하였다. 하지만 앞선 공간분포 분석결과로부터 동

아시아에서 인간활동이 HCHO에 더 큰 영향을 끼친

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절 분포의 원인을 다

른 요인으로써 설명할 필요가 있다. 중국지역의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VOCs의 경우는 주로 자동차

와 발전소의 연소로부터 발생한다(Street et al., 2000;

Klimont et al., 2002). 발전소와 자동차의 사용양은 연

간 큰 차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방출

되는 VOCs 역시 뚜렷한 계절변동성을 가지지 않는

다. 그러므로 HCHO 계절적 변동성은 계절에 따른

VOCs의 방출양 변화보다 VOCs를 산화시키는 OH 변

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HCHO 계

절 변동성은 여름철 광량과 습도의 증가함에 따라 식

(2)와 식(3)의 광화학반응을 증가시켜 여름철에 최대

값을 가지며, 반대로 광화학반응이 감소하는 겨울에

최소값을 가진다.

 

O3 + hv => O + O2

O + H2O => 2OH  (2)

VOCs + OH ==> HCHO  　 (3)

부가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의 인간활동이 HCHO에

끼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NO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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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HO 사이의 SVD분석을 시행하였다. Fig. 3a는 OMI

NO2와 HCHO 자료를 SVD 분석한 Mode1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계열에서 OMI NO2와 OMI HCHO

는 각각 검은 선과 회색 선으로 구별하였다. OMI NO2

와 OMI HCHO의 공간패턴은 전체 변동성 중 79%로

매우 높다. NO2 공간 패턴은 인위적 배출원이 존재

하는 베이징, 서울, 상하이 지역에서 높은 값을 가지

며 HCHO 공간 패턴 역시 인간활동이 활발한 도시지

역에서 높은 값을 가진다. 두 시계열은 겨울철인 12~1월

의 경우 태양 천정각이 증가하여 지표에 도달하는 광

량과 낮의 길이 그리고 습도가 줄어들어 광화학 반응

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서 식(2) 의 OH 생성반응이

감소함으로써 NO2는 식(1)의 광화학 소멸반응이 감소

하여 겨울철에 최대값을 가지고, HCHO는 식(3)의 생

성 반응이 줄어 최소값을 가진다. 이와 달리 여름 6~7월

의 경우 광량과 습도가 증가됨에 따라 광화학반응이

증가하여 식(1)의 광화학 소멸반응이 증가로 NO2는

최소값을 가지고 식(3) 생성반응의 증가로 HCHO는

최대값을 가지는 계절적 변동성을 가진다. 이 두 계

절적 변동성은 서로 −0.68의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SVD의 결과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NO2

와 HCHO의 주요 오염원이 인간활동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Fu et al., (2007)의 연

구결과는 그들이 사용한 GOME 자료의 낮은 시·공

간 분해능과, 식물활동과 관련된 모델 초기 값의 불

확실성에서 발생 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및 요약

대기오염 물질은 환경과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기

후변화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오염물질의 대륙 간

장거리 수송은 더 이상 오염문제가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측면에서 문제임을 나타낸다. 그러

므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간 분해능이 뛰

어난 위성관측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성 자료는 다양한 물리적 변수의 모수화

때문에 데이터 자체의 고유한 문제점을 (ill-posed

system) 내포하고 있어 자료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

하다. 기존의 위성 관측 값의 검증은 제한된 시·공

Fig. 3. The spatial pattern (heterogeneous correlation map of the first SVD mode for (a) OMI , (b) OMI HCHO, and (c)

expansion coefficient time series of two variables. The black line represents OMI NO2 and the gray line represents OMI

HCHO. The blue dots represent the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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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분해능을 가지는 지점관측에 의존했기 때문에 계

절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를 가지는 문제점

을 가진다. 이 때문에 위성 산출물을 검증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경험적 직교함수(EOF)와 특이 값 분해(SVD)와 같

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위성 자료검증 방법을 제시

하였다. 

EOF분석의 결과는 동아시아에서 NO2가 화석연료

연소 등의 인간활동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밀도분포와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가지며,

계절분포는 6~7월에 NO2 소멸반응에 의해 최소값을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보정된 HCHO 자료는 기존의 HCHO 자료에 비해

시·공간적으로 더 낳은 결과를 제공하였다. EOF 공

간분포는 베이징, 상하이, 서울 등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높은 값을 가진다. 이는 Fu et al.,

(2007)의 GOME로 구한 하향식 배출원 결과와 상반

된 결과이다. 두 결과 차이의 원인을 제시하고자 동

아시아지역의 식물활동과 HCHO 관계를 검증하기 위

해 NDVI와 OMI HCHO EOF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

았지만 두 변수 사이의 시·공간 분포에 일치성이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식물활동이 HCHO

에 끼치는 영향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NO2

와 HCHO의 SVD분석 결과가 대도시 지역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간 활동이 와

HCHO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HCHO 관측 센서의 낮은 시·공간 분

해능과, 식물활동과 관련된 모델 초기 값의 불확실성

에서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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