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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review current research on Atmospheric Brown Clouds (ABCs) with

lightweight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and miniaturized instruments. The UAV

technology for in-situ measurements, including aerosol concentration, aerosol size distribution,

aerosol absorption, cloud drop size distribution, solar radiation fluxes (visible and broadband),

and spectral radiative fluxes, is a leading-edge technology for cost-effective atmospheric

sounding, which can fill the gap between the ground measurement and satellite observation. The

first experimental observation with UAVs in Korea, Cheju ABC Plume Monsoon Experiment

(CAPMEX), conducted during summer 2008 revealed that the Beijing plumes exerted a strong

positive influence on the net warming and fossil-fuel-dominated black-carbon plumes were

approximately 100% more efficient warming agents than biomass-burning-dominated plumes.

Long-term sustainable routine UAV measurements will eventually provide truly three-

dimensional data of ABCs, which is necessary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climate

impacts and for the improvement of numerical models for air pollution, weather forecast and

climate change.

Key words :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Atmospheric Brown Clouds (ABCs), Aerosol,

Cloud, Black carbon

1. 서 론

유엔환경개발계획 (UNEP)의 대기갈색연무보고서

(Ramanathan et al., 2008)는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

는 대기오염물질과 이들의 장거리 수송으로 인해 지

역 기후뿐만 아니라 대기의 물순환과 농업생산량, 그

리고 인류의 건강이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고

하고 있다. 두께가 수 킬로미터이고 수 백 킬로미터

에 걸쳐 관측이 되는 대기갈색연무 (Atmospheric Brown

Clouds; Appendix A 참조)은 화석연료의 연소와 산불,

자동차 매연 등에서 배출된 블랙카본 등 자연적, 인

위적 배출에 의한 에어러솔과 가스상 전구물질, 오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위성 관측을 통해 이

들 대기갈색연무가 수일 ~수주 내에 대륙간을 이동하

는 등 장거리 수송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Ramanathan

et al., 2007a). 

또한, 유엔환경개발계획의 대기갈색연무보고서는 대

기갈색연무가 베이징과 서울을 포함한 주요 대도시들

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이들

에 의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과

학적 자료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수년간 대기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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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 지상 감시관측소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 및 국제

네트워크 관측과 위성 관측 자료의 분석이 병행되고

있으나 (Nakajima et al., 2007; Ramanathan et al.,

2007a), 대기갈색연무의 상세한 연직분포 특성 및 3차

원적인 시·공간 분포 특성을 밝히는데 여전히 한계

가 존재하고 있다. 지상 관측 또는 지상기반 (ground-

based)이나 우주기반 (space-borne) 원격탐사 (remote

sensing)로는 얻을 수 없는 대기갈색연무의 연직 조성

과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복사적 특성을 관측하기

위하여 유·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측정이 최근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유인 항공기를 이용한 대기의 관측은 대기 수치 모

델링이나 화학수송 모델링 기술의 진단과 검증뿐만

아니라 지상 및 위성 원격관측자료의 복원 (retrieval)

과 검증에 핵심적인 기여를 해 오고 있다 (Huebert et

al., 2003). 중·소형 유인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 관측

의 경우 많은 측정 장비들을 설치하여 대기갈색연무

의 종합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

속적인 항공관측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

려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윤순창과 김지영, 2008).

그 대안으로 이·착륙이 비교적 자유롭고 운영 비용

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소형 유인 경비행기 (Ultra-

Light Aircraft)를 활용한 대기 관측이 시도되고 있다

(Chazette et al., 2007; Kim et al., 2009a). 최근에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대기갈색연무 (1·2차 대기오염

물질, 에어러솔 등), 온실 기체, 기상요소 (온도, 습도,

바람 등) 그리고 구름의 미세물리 특성과 태양복사 측

정 및 이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관측이 앞에서

언급한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상관측과 위성관

측의 한계를 뛰어 넘어 대기의 3차원적 분포를 지속

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차세대 측정기술로서 부각되

고 있다 (Ramanathan et al., 2007b). 특히, 무인항공

기의 경우 기존의 유인항공기와 달리 여러 대가 동시

비행 (stacked flight)을 할 수 있어 여러 고도에서 대

기갈색연무의 특성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북경 올림픽 기간 동안 제주

도 일원에서 수행된 동아시아 최초의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대기관측실험인 Cheju ABC Plume-Asian

Monsoon Experiment (CAPMEX 2008)를 중심으로 (1)

무인항공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와 탑재

용 초경량 측정기기 (블랙카본 농도, 에어러솔 크기별

수농도 및 총수농도, 태양복사 등)를 소개하고, (2) 무

인항공기를 이용한 국내·외 대기갈색연무의 주요 연

구 현황과 결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2.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대기 관측 현황

Holland et al. (1992)은 초경량 무인항공기 (lightweight

UAV)에 기상 센서를 탑재하여 측정함으로써 라디오

존데 (ballon-borne radiosonde)를 통해 얻는 고층기상

자료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제안하

였다. 특히, 무인항공기의 활용은 궁극적으로 라디오

존데 관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기상을 포함한 다양한 기상 조건과 라디오

존데 관측이 불가능한 지리적 위치에서도 양질의 기

상 관측 자료 생산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를 대기 관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인항

공기의 실제 운영 (operation)시 발생 가능한 비행체

의 충돌 (collision) 위험과 악기상 (hazardous weather)

하에서의 비행에 따른 위험 저감 방안, 그리고 무인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초경량 소형 관측 장비의 개발

과 이들을 효과적 운영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및 비행 계획 수립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된 대기관측용 무

인항공기 (Aerosonde Mark-1,2,3 series)와 기상 변수

(온도, 기압, 습도 등)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Holland

et al. (2001)은 1998년부터 약 2000 시간 동안 기상

변수에 대한 성공적인 측정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기

상변수뿐만 아니라 향후 무인항공기 탑재용 소형 관

측기기 개발을 통하여 대기 중 기체상 물질 (CO, CO2,

수증기, O3 등), 태양 및 지구 복사, 구름과 에어러솔

의 특성, 지표면 고도 (예, laser altimeter) 및 지형

(scanning laser altimeter, camera) 특성 조사가 가능함

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Holland

et al. (2001)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기후변화원

인물질에 대한 최초의 측정이 1999년 인도양 집중측

정캠페인 (INDOEX)을 통해 대기갈색연무의 존재를

밝혀낸 미국 스크립스해양연구소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의 V. Ramanathan 교수와 독일 막스

플랑크스 연구소 (Max Planck Institutes)의 P. Crutzen

교수 (1995년 노벨 화학상 수상) 연구팀에 의해 이루

어졌다. 이들은 2002년도부터 대기관측용 무인항공기

를 미국의 3개 제작사와 공동으로 개발해 왔으며, 2003

년 시험 관측을 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미국
Advanced Ceramics Research (ACR; http://www.acrtucson.

com, 현 BAE systems)사의 모델명 Manta 무인항공기

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에어러솔 및 구름 관측 소

형 측정기기를 탑재한 무인항공 관측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개발된 무인항공 관측시스템을 활용하여 2006

년 인도양 몰디브에서 Maldives Autonomous unmanned

aerial vehicle Campaign (MAC 2006)을 성공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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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으며, 아시아 전역에 분포하는 대기갈색연무가

태양 복사 흡수를 통하여 대기의 가열(지구온난화)을

가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2007년 8월 네이처

誌 표지 논문으로 게재하였다 (Ramanathan et al.,

2007b). 상기 논문에서 발췌한 Fig. 1은 MAC 2006

기간 동안 선정된 두 사례 기간의 에어러솔 흡수계수

(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 Fig. 1a)와 일평균 대기

가열율 (H, Fig. 1b과 1c) 그리고 두 기간의 대기가열

율(H) 차이 (Fig. 1d)를 그린 것으로, 고도 2 km 부근

에서는 발견되는 10배 이상의 에어러솔 흡수계수 차

이는 일평균 대기가열율 (H)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

며, 그 차이가 최대 약 0.8~0.9 K d-1 가량 됨을 볼 수

있다. 

이후, 서울대학교와 스크립스해양연구소 연구팀은

무인항공 관측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주도 일원에서

2008년 북경올림픽을 전후한 대기오염도의 변화를 성

공적으로 측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기술

은 다음 3장에 기술하였다. 

3.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아시아 최초의
대기관측실험: CAPMEX 2008

3.1. 실험 개요와 목적

유엔환경개발계획 (UNEP)이 후원하는 대기갈색연

무-아시아 (ABC-Asia) 국제공동 관측프로그램은 아시

아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파악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제주도 고산에

동북아시아 대기갈색구름 지상 슈퍼 관측소 (super

observatory)를 설치하여 2005년 봄부터 10년 이상의

장기 관측을 목표로 상시 관측을 수행 중에 있다 (http:/

/abc-gosan.snu.ac.kr). 서울대학교와 스크립스해양연구

소 연구팀은 ABC-Asi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인항

Fig. 1. The UAV experiment period is divided into two periods. Period 1 covers 4-6 March, when aerosol was mainly below

1 km; period 2 covers 19-9 March, when aerosol was elevated. a, 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 b, Diurnally averaged solar

heating rate H for period 1. The instantaneous fluxes were normalized to diurnal average solar fluxes using MACR simulations

to obtain diurnal mean H. The vertical bar shows the layer depth; the horizontal bar shows the variations between flight legs,

with each flight lasting about 25 min; solid circles are observed values and diamonds are simulated values by MACR. The

observation dates are shown (for example 0313 denotes 13 March). c, As for b but for period 2. d, Difference in the vertically

(0.5-3 km) averaged H between period 2 and period 1. The green line is the MACR profile for δH. The spatial average over the

Indian Ocean and southern Asia of the specified CCM3 ABC heating is also shown (GCM). The uncertainty in H is 0.3 K per

day for period 1 and 0.2 K per day for period 2 (Source: Ramanathan et al.,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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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를 이용한 대기관측실험 (CAPMEX 2008)을 2008

년 8월과 9월에 걸쳐 약 두 달간 제주도 일원에서 실

시하였다. 

CAPMEX 2008의 목적은 제주도 고산에 위치한 고

산 ABC 지상 관측소와 연동하여 베이징 올림픽 기

간 (2008년 8월 8일~24일) 중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대기와 기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즉, 2008 북경 올림픽 기간 중국

정부가 추진한 인위적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정책에

의해 풍하측인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중국발 대기오

염물질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 정도와 기

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또

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블랙카본이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블랙카본에 의한 대기가열효과를 관측을 통해 직접

산정하고자 하는 것 역시 주요 목표 중의 하나였다.

이를 위해 대기 중에 분포하는 블랙카본을 포함한 에

어러솔과 구름의 성질을 관측하고 대기의 고도별 대

기복사 플럭스 변화를 측정하였다.

3.2. CAPMEX 2008 실험 내용

CAPMEX 2008은 국내 무인항공기 등록 및 주파수

와 비행 공역의 허가 절차 (Appendix B 참조) 지연으

로 인해 2008 북경올림픽게임 기간과 이후인 2008년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도에 위치한 대한항공

정석 비행장 (Phase-1: 8월 9일~25일)과 대한민국 공

군 모슬포 비상 착륙장 (Phase-2: 8월 27일~9월 11일,

Phase-3: 9월 16일~30일)에서 수행되었다 (Fig. 2). 관

측 기간 중 기상 악화 (강우나 활주로를 가로지르는

10~15 m s-1 이상의 강한 측풍이 부는 경우 등)로 인

해 측정 목적 달성이나 무인항공기의 이·착륙이 불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32일간 총 75회, 약 130 시

간의 비행이 이루어졌다. 

CAPMEX 2008에 사용된 무인 비행기는 총 3대로

미국 Advanced Ceramic Research (ACR)에서 제작된

기종으로, 날개 길이 3 m, 몸체 길이 2.5 m, 무게는 탑

재된 관측 장비 (약 5.3~5.4 kg, 자세한 내용은 Table 1

과 3.3장 참조)를 포함하여 26~28 kg으로, 자동 이·

착륙 과정과 비행이 가능한 자동항법장치를 탑재하고

있다 (Fig. 3). 이 중에서 2대는 Fig. 3의 좌측 사진에

서 보듯이 에어러솔 및 태양복사 측정 장비들을 (이

하 aerosol-radiation platform), 나머지 1대는 Fig. 3의

우측 사진에서 보듯이 구름 관측 장비들 (이하 cloud

platform)을 탑재하고 있다. CAPMEX 2008 중 aerosol-

radiation platform의 비행은 53회 수행되었으며, cloud

platform 비행의 경우 관측 목적이었던 하층운이

CAPMEX 2008 동안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여 9회

에 그쳤다. 

한편, 에어러솔-구름 관측장비 이외에 파장별

상· 하향‚ 복사플럭스 측정을 위해 새로 개발된

Spectroradiometer (200~1000 nm 파장)를 탑재하여 9

회에 걸쳐 시험 비행을 하였으며, 난류 (Turbulence

flux)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 측정 역시 2회의 시험 비행이 수행되었다. 

3.3. 무인항공기 탑재 에어로솔-구름-태양복사 측정

기기

앞의 3.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무인항공기의 경우 측

정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과 무게가 제한되어

있어, 이에 적합하도록 부피와 중량을 줄인 측정 장

비들이 필요하다 (Holland et al., 2001; Ramanathan et

al., 2007b). 

Fig. 2. Locations of UAV flights during the CAMPEX. The UAV experiment period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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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CAPMEX 2008 동안 aerosol-radiation

platform과 cloud platform에 탑재, 관측에 사용된 주

요 측정 장비를 나타낸 것으로, 지상 및 유인항공기

측정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측정 장비에 비해 부피

와 중량을 1/10~1/100로 줄인 장비들이다. 

Aerosol-radiation platform의 에어러솔 측정 장비는

(1) 3 nm 이상 크기의 에어러솔 총 수농도를 계측할

수 있는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CPC), (2)

0.3~3.0 µm 구간의 크기별 에어러솔 수농도 (8 채널)

를 측정하는 Optical Particle Counter (OPC), (3) 블랙

카본 (black carbon)의 질량 농도와 에어러솔 흡수계

수를 산출할 수 있는 Aethalometer로 구성되어 있으

며, 에어러솔 흡입관(inlet)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

복사에너지 측정장비로 0.3~2.8 µm과 0.4~0.7 µm 파

장 영역의 복사 플럭스를 측정하는 Pyranometer와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PAR) 센서가 탑

Table 1. Miniaturized instrumentation carried onboard UAVs during the CAPMEX (Yellow scale bar = ~ 1 inch). 

CPC: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OPC: Optical Particle Counter; CDP: Cloud Droplet Probe; PAR: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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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되었으며, 상향 및 하향 복사 측정을 위해 무인항

공기의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설치되었다 (Fig. 3). 본

연구에 사용된 무인항공기의 경우 여러 대의 동시 비

행, 즉 stacked flight이 가능하기 때문에, 2대의 무인

비행기가 특정 고도에 존재하는 에어러솔층의 위·아

래를 stack formation하여 동시 비행, 측정함으로써 모

델링을 통하지 않고 대기복사가열율 (atmospheric

heating rate)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본 연구에

사용된 무인항공관측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

들 에어러솔-태양복사 장비의 관측 원리, 기기의 검보

정 및 자료 처리 과정은 Ramana et al., (2007)과

Corrigan et al. (2008)에 상세히 기술되어있다. 

Cloud platform은 1~50 µm 구간에서 크기별 구름입

자 수농도 (40 채널)를 측정하는 Cloud Droplet Probe

(CDP)와 구름 수함량을 측정하는 Liquid Water Content

(LWC) probe가 탑재되어 있다. Cloud platform의 경

우 무인비행기가 구름 내부를 비행하고 있는지 여부

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탑

재, 운영할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CAPMEX 2008 기

간 동안에는 관련 주파수 허가를 얻지 못해 관측 시

사용하지 못했다. 

위에 언급된 Aerosol-radiation platform과 Cloud

platform에는 공통적으로 기상변수 (온도, 습도, 기압)

측정 장치, 통합 자료 수집 시스템 (data acquisition

system) 그리고 무인항공기의 경우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가 없기 때문에 측정 장비 운영을 위한 배터리들

이 탑재되어 있다. 

한편, Aerosol-radiation platform과 Cloud platform에

서 측정되는 자료들은 지상관제소에서 실시간으로 받

아볼 수 있으며, 이 자료는 무인항공기의 비행 궤적

과 stacked flight 등 비행 형태 (flight pattern) 결정에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3.4. 주요 결과

Fig. 4는 CAPMEX 2008 기간 무인항공기 탑재 CPC

를 통해 측정한 에어러솔 총수농도의 일별 연직 프로

파일을 그린 것이다. 지표면 근처 (대기경계층으로 고

려되는 약 1~1.5 km 고도 미만)에서의 에어러솔 총수

농도가 강수에 의한 세정 작용의 영향이나 공기괴의

기원에 따라 약 2,000부터 15,000 (# cm-3)의 범위에

서 큰 일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산 ABC 지

상관측소에서 CPC 및 Scanning Mobility Particle Sizer

Fig. 3. ACR Manta autonomous unmanned aerial vehicle carring aerosol-radiation (left picture) and cloud (right picture)

payload at Sangmo-ri airfield, Jeju, Korea. 

Fig. 4. Vertical profiles of total particle concentrations (> 3 nm) measured by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CPC) onboard

UAV during the CAP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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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S)의 에어러솔 총 수농도의 일변화 경향과 아주

잘 일치한다 (Kim et al., 2009b). 한편, 북태평양 고

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8~9월이지만 대기경계층뿐

만 아니라 그 위쪽인 2~4 km 고도에서도 높은 에어

러솔 총수농도가 빈번히 관측되었다. 특히, 자유 대기

(free atmosphere)에서 에어러솔 총수농도의 증가가 두

드러지게 관측되는 날 (8월 28~30일, 9월 8일, 9월 20

일 등)의 경우 역궤적 (backward trajectory) 및 바람

장 (850과 700 hPa)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경 및 상

해 등을 경유한 오염된 공기괴가 제주도로 유입되었

Fig. 5. a. Size-segregated cloud droplet number concentrations measured by cloud droplet probe (CDP) onboard UAV on

September 2 (upper panel) and September 3 (bottom panel), 2008. b. Vertical profiles of total particle concentration (left) and

cloud droplet effect radius (right) on September 2 (upper panel) and September 3 (bottom pane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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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im et al., 2009b; Ramana et al., 2009). 

Fig. 5a는 20008년 9월 2일 (02~04 GMT)과 3일 (05

~06 GMT)에 무인항공기 탑재 CDP를 통해 측정한 구

름입자의 크기별 수농도 (# cm-3)를 그린 것으로, 무

인항공기가 구름 내부를 비행한 경우만 관측값이 존

재한다. 약 5~15 µm 크기의 구름 입자들이 우세하게

존재하며, 9월 2일보다는 9월 3일 전체적으로 더 높

은 구름 수농도가 관측 되었다. Fig. 5b는 구름이 존

재하기 직전에 Aerosol-radiation platform의 비행을 통

해 관측한 에어러솔 총수농도 (좌측)이며, 우측은 CDP

측정 자료를 토대로 계산된 구름방울 유효반경 (cloud

droplet effective radius)을 그린 것이다. 9월 3일의 경

우 9월 2일보다 약 2~3배 이상의 높은 에어러솔 총

수농도가 관측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에어러솔 양이 많

은 오염된 날(polluted day)인 9월 3일 관측된 구름입

자 유효반경이 약 7 µm 이하에서 관측되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에어러솔 양이 적은 깨끗한 날(clean

day)인 9월 2일의 구름입자 유효반경은 약 3~10 µm

범위에서 관측되었다. 이를 통해 에어러솔 총수농도

가 높은 경우 구름 입자의 반경이 감소되는 나타나는

에어러솔 1차 간접효과 (aerosol 1st indirect effect;

Twomey effect)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앞의 3.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CAPMEX 2008

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가 블랙카본 농도의 연직분포

특성을 관측하고, 상·하향 태양복사의 연직분포 측

정 및 복사전달모델 계산을 통해 블랙카본에 의한 대

기가열효과를 산정하고, 배출원의 차이에 따른 대기

가열효과 차이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주로 화석 연료

(Fossile Fuel)와 바이오 연료 (Biofuel) 및 바이오매스

(Biomass) 연소 시 발생하는 블랙카본은, 블랙카본이

라는 이름처럼 검은 색을 띠고 있는 탄소 덩어리로

대기 중에서 햇빛을 흡수하고 흡수된 햇빛 (또는 가

시광선)을 열을 지닌 적외선으로 전환시켜 대기로 재

방출함으로써 지구 대기를 가열하는 온난화 효과를

유발한다. Fig. 6은 온실기체와 블랙카본의 전지구 평

균 기후강제력을 비교하여 그린 것으로, 블랙카본에 의

한 대기 흡수 (+2.6 Wm-2)가 전체 온실기체 (+1.4 Wm-2)

나 이산화탄소 (+1.0 Wm-2)와 비교하여 아주 클 뿐만

아니라 다른 에어러솔에 의한 흡수 효과 (+0.4 W/m2)

에 비해서는 약 6.5배 가량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ig. 6. Forcing for (a) all GHGs (CO2, CH4, N2O, halons and ozone), (b) CO2, (c) BC and (d) non-BC aerosols. The number at

the top of the atmosphere box (blue box) is the top-of-the atmosphere (TOA) forcing; the number within the atmosphere box is

the atmospheric forcing; and the number within the brown box is the forcing at the surface. The TOA forcing is the sum of the

forcing of the atmosphere and the surface. The forcing values represent the change in radiative forcing due to increase in gases for

the year 2005, which is the same as the forcing from pre-industrial to present(Source: Ramanathan and Carmichae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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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nathan and Carmichael, 2008). 

Fig. 7은 CAPMEX 2008 기간에 관측/산정된 블랙

카본의 농도, 0.3~2.8 µm 파장영역에서의 대기가열율

(atmospheric solar heating rate) 그리고 블랙카본에 의

한 대기가열율 기여도(%)를 각각 그린 것이다. 해양

에서 공기괴가 유입된 경우 (Marine Plume)와 비교하

여 북경에서 공기괴가 유입된 경우 (Beijing plume),

0.75 km 고도에서 블랙카본의 농도가 85 ng m-3에서

약 500 ng m-3까지 증가하였으며, 3.0 km 고도에서는

거의 0 (zero)에서 250 ng m-3 까지 증가하였다. 3 km

(0.75 km는 괄호속) 고도에서의 0.3~2.8 µm 파장영역

의 일평균 태양복사가열율 (diurnal mean solar heating

rates, H)이 Marine plume의 경우 0.77 ± 0.07 (0.81

± 0.08), Beijing plume의 경우 1.01 ± 0.08 (1.07 ± 0.1)

K d-1였다. 0.75 km와 3 km 고도에서의 일평균 태양복

사가열율의 증가 (δH)는 각각 0.26 ± 0.13 K d-1와

0.24 ± 0.11 K d-1 였다. 이러한 일평균 태양복사가열율

증가의 30% 정도가 가시영역에서의 블랙카본에 의한

빛의 흡수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CAPMEX 2008 실험결과를 인도양 몰디브에

서 실시된 MAC 2006 실험 결과와 비교 분석한 결과,

화석연료의 불완전 연소에 기인한 동북아시아 블랙카

본에 의한 대기가열효과가 바이오매스 연소에 기인한

인도양지역 블랙카본에 비해 2배 가량 큰 것으로 밝

혀졌다 (Ramana et al., 2010). 

4.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에어러솔-구

름-태양복사 측정함으로써 대기갈색연무의 기후 효과

를 규명하는 그간의 국내·외 현황 및 주요 결과를

정리하였다. 특히, CAPMEX 2008에 사용된 무인항공

기와 무인항공기의 비행 승인 및 실제 비행 과정 그

리고, 탑재용 초경량 측정기기(블랙카본 농도, 에어러

솔 크기별 수농도 및 수농도, 태양복사 등)를 소개하

였으며, 인도양 몰디브에서 실시된 MAC 2006 실험

결과와 함께 대기갈색연무에 의한 대기가열효과를 블

랙카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해양에서 공기괴가 유

입된 경우 (Marine Plume)와 비교하여 북경에서 공기

괴가 유입된 경우 (Beijing plume), 블랙카본의 농도

와 대기가열율이 증가하였는데, 대기가열율의 약 30%

정도가 블랙카본에 의한 태양 빛 흡수에 의한 기여로

밝혀졌다. 또한, 화석연료에서 기인하는 동북아지역

블랙카본이 바이오매스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인도양

지역 블랙카본에 비해 2배 가량 대기를 가열하는 효

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Vertical profiles determined from the UAV data. a, BC concentration profiles for the Marine plumes and the Beijing

plumes. b, Broadband (0.3-2.8 µm) diurnal averaged solar-heating rate (H) profiles for the Marine and the Beijing plumes. The

vertical dashed lines indicate the layer depths, the thick solid circles are the observed values and the continuous lines are the

values simulated by the Monte Carlo Aerosol Cloud Radiation model. The horizontal bars in a and b indicate the uncertainties

in the measurements (see Methods section). c, The percentage contribution by BC to H (δH0.3-2.8 µm in %) and the percentage

contribution by solar absorption in the visible range (0.4-0.7 µm) to H (δH0.4-0.7 µm cntri. BB) (Source: Ramana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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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ACE-Asia와 2005년 ABC-EAREX를 기점으

로 국내에서 기후변화 관련 대기갈색연무 연구가 괄

목한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국제공동 또는 협력 연

구를 통해 다양한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측과

모델링에서 기술력 및 정확성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관측 전용 항공기의 미

비는 대기갈색연무의 광학적, 미세물리적, 화학적, 그

리고 복사적 특성에 대한 3차원적 측정을 통해 이들

이 지역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대/중/소형 유인항공기의 경우 유효적

재량이 커서 많은 관측장비를 탑재하고 장시간, 높은

고도까지 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항공기 도입

및 유지 비용이 커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커 장기

간의 안정적인 상시 관측 및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지영 등, 2010). 

따라서, 항공기와 탑재 장비의 도입 및 유지/운영/

보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항공관측기술을

도입하여 장기간 상시 관측 수행을 하는 것이 국내

기후변화원인물질 관측 연구 활성화에 있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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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 Atmospheric Brown Clouds의 정의

와 국문 번역

(1) 대기갈색연무 (Atmospheric Brown Clouds)의

정의: 2008년 12월 네팔 카트만두 (Kathmandu)에서

열린 제 10차 ABC Science Team 미팅에서 대기갈색

연무 (Atmospheric Brown Clouds)를 “화석 연료

(fossil fuel)와 바이오매스 버닝 (biomass burning) 등

자연적·인위적으로 발생한 에어러솔과 그 전구물질

(precursor, 예, SO2, NO2, VOCs) 그리고 대류권 오존

(O3)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대기갈색연무

는 대류권 하층뿐만 아니라 중·상층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대기 오염층으로 기존의 지면 근처에 국한

된 대기오염과는 구별됨을 강조하였다. 

(2) Atmospheric Brown Clouds의 번역: 미국 스크

립스해양연구소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의 V. Ramanathan 교수와 독일 막스 플랑크스 연구

소(Max Planck Institutes)의 P. Crutzen 교수 (1995년

노벨 화학상 수상)는 갈색 띠를 이루면서 광범위한 지

역에 존재하는 대기 오염층을 ‘Atmospheric Brown

Clouds’로 명명하였다 (Ramanathan and Crutzen, 2003).

기상학적인 관점에서 Cloud 대신 Haze (연무)라는 표

현이 더 정확하나, 상대 습도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면

Haze가 구름이 될 수 있어, Haze 대신에 Cloud를 사

용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내에서 종전까지 이를 직

역하여 ‘대기갈색구름’으로 표현하였으나, 구름이라는

용어가 비전문가들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2010

년 6월 국내 ABC 연구팀이 참여한 K-ABC 회의에서

‘Atmospheric Brown Clouds’를로 번역하기로 결정한

바, 본 논문에서는 이를 사용함.

Appendix B : 무인항공기의 국내 운항 승인 및 비행

국내에서 무인항공기의 운항하기 위해서는 Fig. A1.

과 같이 (1) 무인항공기 안전검사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항공기 정식 등록 및 비행허가서 발급 (국토해

양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 및 비행지역 항공관리사무

소)과 (2) 무인항공기 비행 공역 (국토해양부) 및 무

선 주파수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 전파연구소) 사

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기 절차를 통해 무인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고 난

후 실제로 비행을 할 때에는 유인항공기와 동일하게

이·착륙부터 비행 고도 등을 비행 관제소로부터 실

시간 관제를 받게 된다. CAPMEX 2008 동안에는 제

주국제공항 접근관제소 (공항 관제탑)의 실시간 비행

허가 및 관제를 받았으며, 1회 비행 시 최대 4시간,

최대 13,000 피트까지 비행을 하였다. 또한, 무인항공

기의 안전한 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허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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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공역에 대해서는 NOTAM (NOtice To AirMan;

비행 제한 또는 비행 금지 사항을 항공 종사자에게

알려주는 정보)을 통해 무인항공기의 비행 동안에는

비행 지역에 대한 유인비행기의 접근을 사전 차단한

바 있다.

Fig. A1. Unmanned aircraft flight approval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