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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와 스카이 라디오미터 관측 자료를 이용한

서울지역 라이다 비의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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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erosol lidar ratio (extinction-to-backscatter ratio) at 532 nm was determined using
4-year measurements of elastic-backscatter lidar and sky radiomet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eoul, Korea. The mean lidar ratio (with standard deviation) based on 4 years of
measurements is found to be 61.7±16.5 sr, and weak seasonal variations are noted with a
maximum in JJA (68.1±16.8 sr) and a minimum in DJF (57.2±17.9 sr). The lidar ratios for clean,
dust, and polluted conditions are estimated to be 45.0±9.5 sr, 51.7±13.7 sr, and 62.2±13.2 sr,
respectively. While the lidar ratio for the polluted condition is appears to b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clean and dust conditions tend to have larger ratios, compared to previous
estimates. This discrepancy is thought to be mainly due to the anthropogenic aerosols existing
throughout the year around Seoul, which may cause increased lidar ratios even for clean and
dus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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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라이다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대기 중 에어러솔의 연직분포를 관측할 수 있는 유용

한 장비로 지상 관측은 물론, 항공기나 위성에 탑재

되어 이를 이용한 에어러솔 광학특성의 연직분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Chazette et al.,

2005; Winker et al., 2009). 라이다 관측결과로부터 에

어러솔 연직분포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에어러솔 소

산계수 (aerosol extinction coefficient)를 산출하기 위

해서는 에어러솔의 소산과 후방산란의 비를 의미하는

라이다 비 (lidar ratio, extinction to backscatter ratio)

를 알아야 한다 (Fernald, 1984; Klett, 1981). 라이다

비는 에어러솔의 종류, 크기나 모양, 화학 조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값으로 라이다 관측 결과 분석에 필요

한 것은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에어러솔의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라만-탄성 라이다와 HSRL (High Spectral Resolution

Lidar)과 같은 일부 라이다는 공기분자에 의한 신호와

에어러솔에 의한 신호를 구분함으로써 라이다 비를

직접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기 분자

에 의한 신호는 그 강도가 매우 약하여 오차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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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선 등의 잡음에 의해 신호의 구분이 어렵기 때

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다 (Liu et al., 2002; He et al.,

2006). 반면 일반적인 탄성산란을 이용한 라이다는 라

이다 비를 직접 구할 수 없지만 기존에 알려진 값을

사용하거나 다른 관측 장비로 얻은 결과를 추가적으

로 사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Doherty et al.

(1999)은 산란각을 180°까지 관측할 수 있도록 개조

된 네펠로미터로 산란계수 및 후방산란계수를 측정하

고 애쎌로미터로 흡수계수를 측정하여 라이다 비를 구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지표면에서 관측된 자

료를 사용한 것으로 상층의 에어러솔을 전혀 고려하

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스카이 라디오미터나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와 같

은 원격탐사로 얻은 에어러솔의 광학특성을 이용하여

라이다 비를 산출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e.g., Dubovik
et al., 2006; McPherson et al., 2010; Kaufman et al.,

2003; Léon et al., 2003). 스카이 라디오미터 관측 자

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로 입경별 에어러솔 부피 분

포를 산출한 뒤, 미 (Mie) 산란 이론이나 Mishchenko

(1993)의 이론을 적용하여 라이다 비를 계산하고,

MODIS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에서는 에어러솔 광학

특성으로부터 에어러솔 모델을 가정한 뒤 산출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Doherty et al. (1999)의 방법과

달리 상층 에어러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지만 에어

러솔 입자의 크기 분포를 가정 (주로 이중모드로 가

정)해야 하고 입자의 크기나 모양에 따른 산란 효과

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라이다와 동시에 관측된 에어러솔 광학두께 관측

자료가 있으면 위와 같은 가정 없이 라이다 비를 직

접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

울대학교에서 2006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4년간

의 미 (탄성) 산란 라이다와 스카이 라디오미터 관측

결과를 동시에 이용하여 532 nm 파장에서의 라이다

비를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라이다 비의 계절 변동 특

성과 서로 다른 에어러솔의 물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에어러솔의 종류에 따른 라

이다 비의 차이에 대해 살펴 보았다.

2. 관측 기기 및 자료

라이다와 스카이 라디오미터 관측은 서울대학교 캠

퍼스의 동일 장소에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06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약 4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라이다는 일본 국립환경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에서 개발된 다파장 라이다로 Nd:YAG 레이저를 이

용하여 532 nm와 1064 nm의 두 파장의 빛을 대기 중

으로 발사하여 후방산란 된 빛을 측정하는데 532 nm

파장에서는 처음 발사된 빛과 수평 및 수직인 성분을

구분하여 관측함으로써 편광소멸도 (depolarization

ratio)의 산출이 가능하다. 관측 주기는 15분, 연직 해

상도 (resolution)는 6 m이며 기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Yoon et al. (2008)에 언급되어 있다. 

라이다와 동시관측을 수행한 스카이 라디오미터

(POM01; Prede Co. Ltd.)는 총 7개의 파장 (315, 400,

500, 675, 870, 940, 1020 nm)에서의 직달 및 산란 일

사를 측정하여 400, 500, 675, 870, 1020 nm의 총 다

섯 파장에서 에어러솔 광학두께 (AOT; aerosol optical

thickness)와 단산란 알베도 (SSA; single scattering

albedo)를 산출하고 SKYRAD.pack (Nakajima et al.,

1996)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옹스트롬 지수 (α;

Ångstöm exponent)와 에어러솔의 입경별 부피분포를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532 nm 파장에서의 라이다 비를 얻

기 위해 라이다의 532 nm 파장의 총 후방산란 신호

(수평 및 수직 성분의 합)을 사용하였으며 스카이 라

디오미터 관측으로 얻은 에어러솔 광학두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때, 에어러솔 광학두께는 파장 의존도

를 나타내는 옹스트롬 지수를 이용하여 500 nm에서

의 값을 532 nm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에어

러솔의 물리적 특성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라이다

의 편광소멸도와 스카이 라디오미터의 옹스트롬 지수

를 산출된 라이다 비와 동시에 비교 분석 하였다. 편

광소멸도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1)

여기서 δ는 편광소멸도로 공기분자에 의한 편광소멸

도 (δm)와 에어러솔에 의한 편광소멸도 (δ p)를 포함한

값이다. 그리고 와 는 라이다로 관측한 수직

및 수평 성분의 신호를, 아래첨자 p와 m은 각각 에어

러솔과 공기분자에 의한 신호를 나타낸다. δ p를 얻기

위해서는 위의 편광소멸도에서 δm를 제거해야 하지

만 실제로 δm은 시간 및 공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

기 때문에 δ를 이용하여도 에어러솔의 특성을 분석

하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에어러솔의 편

광소멸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δ를 사용하였다.

라이다는 시간과 날씨에 상관없이 연속 관측이 가

능하지만 스카이 라디오미터는 낮에만 관측이 가능δ

하며 구름이 태양을 가리지 않는 날에만 자료를 산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자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만을 선택하였으며 30분 평균하여 라이

다 비를 산출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관

측 자료 수 및 관측 일 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름철

은 다른 계절에 비해 관측 일 및 자료 수가 적은데, 이

는 잦은 강수와 구름으로 인해 스카이 라디오미터의

z( )δ
P⊥ z( )
P  || z( )

---------------
P⊥ p, z( ) P⊥ m, z( )+

P , p|| z( ) P , m|| z( )+
-----------------------------------------= =

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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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측이 많기 때문이다.

3. 라이다 비 산출 방법

라이다의 관측 결과로부터 에어러솔 소산계수의 연

직분포를 얻기 위해서는 라이다 방정식을 이용하는데,

일반적인 탄성 라이다의 라이다 방정식은 간단히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ernald, 1984; Klett, 1981).

(2)

여기서, P(z)는 고도 z에서 후방산란 되어 돌아온 신

호로 라이다 관측으로 얻는 값을 나타내며, C는 라이

다에서 발사된 빛의 강도, 망원경의 크기, 수신율 등

을 포함한 기기상수, O(z)는 중첩보정함수, β와 σ는

각각 에어러솔 (아래첨자 p)과 공기분자 (아래첨자 m)

에 의한 후방산란계수와 소산계수를 나타낸다.

라이다 시스템은 기기 특성 상 망원경에서 가까운

고도에서 후방산란 된 신호를 모두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관측된 라이다 신호에 중첩보정함수를 곱해주

어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라이

다는 망원경으로부터 600 m까지 중첩보정을 해 주어

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수평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어러솔 광학두께가 매우 낮고 지표면 부근에서 연

직 방향으로 에어러솔이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맑은 날을 선정하여 중첩보정함수를 구하였

다. 중첩보정함수는 발사된 레이저와 망원경의 시야

가 모두 중첩되는 600 m 이상의 고도에서 1의 값을 가

지며 600 m부터 고도가 낮아질수록 증가하는데 200 m

이상의 고도에서는 2 이하로 작으며 비교적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반면 200 m 이하의 고도에서는 급격하

게 증가하여 작은 오차에 의해 중첩보정 된 신호가

크게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 m 이

하의 대기 혼합층 하부에서는 에어러솔의 농도가 일

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의해 200 m 이

하의 고도에서 에어러솔 소산계수의 오차가 100%가

되어도 연직 적분 된 에어러솔 광학두께는 약 10%의

작은 오차를 야기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무

시하였다.

위의 라이다 방정식을 풀면 에어러솔의 후방산란계

수 및 소산계수를 얻을 수 있지만 라이다 관측으로

얻을 수 있는 값은 P(z)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식을 풀기 위에서는 추가적인 정보나 가정이 필요하

다. 먼저, 공기분자에 의한 소산과 후방산란계수는 각

고도에서의 공기 밀도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분자에 의한 효과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라이다

방정식에는 여전히 두 개의 미지수, 즉 에어러솔의 후

방산란계수 β p(z)와 소산계수 σ p(z)가 존재하여 풀 수

가 없다. 이를 닫힌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

지수를 하나 줄일 필요가 있는데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에어러솔의 라이다 비 (Sp)로 다음과 같이 라이

다 방정식의 두 미지수인 에어러솔의 소산계수와 후

방산란계수의 비로 정의된다.

(3)

식 (3)과 같이 Sp는 고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갖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도에 따라 일정한 값으로 가정하였

다. 이와 같이 가정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고도에 두

개 이상의 에어러솔 층이 분포할 경우 각각의 층에서

의 Sp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에어러솔의 유형에

따른 분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고도 평균된 값

을 사용함으로써 평균적인 에어러솔의 특성을 분석하

기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스카이 라디오미터로부터

산출된 에어러솔 광학두께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에어러솔의 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가정을 하고 식 (2)에 자연로그를 취한

뒤 미분을 하면 베르누이 미분 방정식 (Bernoulli

differential equation) 형태의 식을 얻게 되어 다음과

같은 해를 갖는다 (Sasano et al., 1985). 

=

(4)

여기서, Sm은 공기분자의 산란과 후방산란 비(= 8π/3)

이고 z0는 에어러솔이 없다고 가정하는 고도로 너무

높게 정하면 라이다 신호가 약해져 신호에 잡음이 커

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6 km로 하였다. 

라이다 관측 결과로부터 식 (4)의 해, 즉 에어러솔

소산계수를 얻기 위해 필요한 Sp는 스카이 라디오미

P z( ) C

z2O z( )
--------------- βp z( ) βm z( )+[ ] 2 σp r( ) σm r( )+[ ]dr

0

 z
∫–

⎩ ⎭
⎨ ⎬
⎧ ⎫

exp=

Sp z( )
σp z( )
βz z( )
------------=

σp z( )

SpP z( )z2ex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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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σmz
0

 z
∫ r( )dr–

⎩ ⎭
⎨ ⎬
⎧ ⎫

SmP z0( )z0
2

σm z0( )
----------------------- 2 SpP r( )r2exp 2

Sp

Sm

------ 1–  σmz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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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dr′–

⎩ ⎭
⎨ ⎬
⎧ ⎫

dr
z
0

 z
∫–

-------------------------------------------------------------------------------------------------------------------------------------

Sp

Sm

------σm z( )–

Table 1. Number of data and days used in this study for

each season. Each data is 30 minutes averaged profile. 

MAM JJA SON DJF Total

No. of data 924 262 547 787 2520

No. of days 118 56 106 122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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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관측으로부터 얻은 에어러솔 광학두께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Welton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최

초의 Sp를 10으로 하여 식 (3)에 대입, σp(z)를 구하였

다. 이 때, 식 (5)와 같이 σp(z)를 고도에 따라 적분하

게 되면 에어러솔 광학두께가 된다.

(5)

여기서 τlidar는 라이다로부터 산출된 에어러솔 광학두께

를 나타낸다. 이 값을 스카이 라디오미터 관측으로부터

얻은 에어러솔 광학두께, τsky와 비교하여 오차가 0.5%

이상일 경우 이를 고려하여 수정된 Sp 를

식 (4)에 다시 대입하여 반복 계산을 수행하였다. 최

종 결정된 Sp 및 σp(z)는 τlidar와 τsky가 0.5% 오차 내

에서 일치할 때의 값을 선택하였다 (Fig. 1).

4. 결과 및 토론

4.1. 라이다 비의 계절 변동

한반도는 계절풍 지역으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기

단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기원의 에어러솔이 유입

되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에어러솔의 물리적 특성 변

화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라이다 비의 계절 변화가

발생한다. Fig. 2는 2006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라이다와 스카이 라디오미터 관측을 통해 산출된 라

이다 비 (Fig. 2a)와 옹스트롬 지수 (Fig. 2b), 편광소

멸도 (Fig. 2c) 및 에어러솔 광학두께 (Fig. 2d)의 계

절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편광소멸도는 고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는데 다음의 식 (6)와 같이 에어

러솔의 양을 고려하여 평균한 값 (δavg)을 사용하였다.

(6)

관측 전 기간의 라이다 비는 61.7 ± 16.5 sr로 나타

났으며 20 – 110 sr 범위의 값을 가졌는데, 이는 관측

을 통해 얻는 라이다 비가 10 - 110 sr을 갖는다는 Anderson

et al. (2000)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라이다 비의 계

절 변동을 살펴보면, 여름철 (JJA)이 가장 높고 (68.1

± 16.8 sr) 점차 감소하여 겨울철 (DJF)이 가장 낮았으

며 (57.2±17.9 sr) 봄철 (MAM)을 거쳐 다시 증가하였다.

계절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여름철에는 Fig. 2(b),

(c)에서 볼 수 있듯이 연중 옹스트롬 지수는 가장 높

고 편광소멸도는 가장 낮다. 이는 여름철의 에어러솔

입자는 크기가 가장 작고 모양은 구형에 가장 가깝다

τlidar σp z( ) zd
0

 z
0

∫=

=
τlidar

τsky
-----------Sp⎝ ⎠

⎛ ⎞

δavg

σ z( )σ z( ) zd
0

 z
0

∫

σ z( ) zd
0

 z
0

∫
---------------------------------=

Fig. 1. Flow chart of the algorithm for determination of the

lidar ratio and extinction profile.

Fig. 2. Seasonal variation of (a) lidar ratio, (b) Ångström

exponent, (c) depolarization ratio and (d) aerosol optical

thickness at Seoul, Korea. Top and bottom of Boxes and

whiskers represent 75th, 25th, 95th and 5th percentile,

respectively. Lines in the boxes are median values and dots

represent mean values. Lidar ratio and depolarization ratio

are at 532 nm, and Ångström exponent is determined from

AOT at five wave length (400, 500, 675, 870, 102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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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여름철은 북태평양 고기압

이 확장하여 서풍 계열의 바람이 약해져 황사 등의

유입이 감소하고 다른 계절에 비해 풍속이 감소하여

인근 도심 지역에서 발생한 크기가 작고 구형의 오염

물질이 주를 이룬다 (이시혜 등, 2008). 오염물질의 라

이다 비는 약 60 - 70 sr로 다른 종류의 에어러솔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여름철의 라

이다 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반면,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북서풍이 강하게 분다. 강한 바람은 서울 및 인근 지

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빠르게 희석시키기 때문

에 다른 계절에 비해 에어러솔 광학두께가 낮은 깨끗

한 날이 많으며 이와 같이 에어러솔의 양이 적은 날

에는 평상시에 비해 라이다 비도 낮게 나타나는 현상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강한 북서풍을 타고 아

시아 대륙에서 이동하여 온 대륙성 에어러솔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에

어러솔 광학두께가 매우 낮은 깨끗한 조건 하에서 대

륙성 에어러솔의 라이다 비는 약 30 ~ 40 sr로 낮은 값

을 보였으며 (Table 2), 본 연구에서도 겨울철 깨끗한

날씨에서 낮은 라이다 비를 갖는 날이 자주 관측되었

다. 그러나 오염물질로 판단되는 높은 60 sr 이상의 라

이다 비를 갖는 경우 또한 빈번히 발생하였기 때문에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관측된 라이다 비의 표준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주로

난방을 위한 연소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지표면 직접(in-situ) 관측에서는 높은 농도를 보일 수

있으나, 혼합층의 고도가 낮은 계절적 특성에 의해 연

직 기주 적분된 에어러솔 광학두께는 낮은 값을 가지

는 경우가 많다. 가을철은 옹스트롬 지수와 편광소멸

도, 라이다 비가 모두 여름과 겨울을 중간쯤에 위치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봄철의 경우

에는 라이다 비는 가을철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다

른 계절에 비해 옹스트롬 지수는 가장 낮고 편광소멸

도는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입자의 크기가

크고 비구형 입자인 황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황사 사례 시의 라이다 비는 대부분 40

~ 50 sr의 값을 보였으나 다른 계절과 마찬가지로 상

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구형의 오염물질에 의한 높은

라이다 비가 빈번하게 나타나 봄철의 계절 평균은

60.8 ± 14.2 sr로 황사 시의 값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계절에 관계없이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염물질은 라이다 비의 계절 변동을 약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Fig. 3은 2006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산출된 라

이다 비를 이용하여 얻은 계절별 에어러솔 소산계수

의 연직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봄철에는 1 km 이하의

지표면 부근은 연평균과 거의 일치하지만 1 km 이상

의 고도에서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에어러솔 소산계수

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황사와 같

이 장거리 수송되는 에어러솔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반면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대기 경계층 이상

의 고도에서 에어러솔 농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

표면의 기온이 낮아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의 대기

가 안정하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발생한 에어러솔이

높은 고도까지 상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거리 수

Table 2. Lidar ratio at 532 nm for different aerosol types.

Aerosol type Lidar ratio (Sr) Location Reference

Clean

32 ± 6 Africa Voss et al., 2001

35 Europe Ansmann et al., 2001

38 ± 7 Southern China Tesche et al., 2007

45.0 ± 9.5 Seoul, Korea This Study 

Dust

41 ± 8 Sahara Voss et al., 2001

42 - 55 Tokyo, Japan Liu et al., 2002

50.4 ± 9.4 Tokyo, Japan Murayama et al., 2003

42 ± 4 Except Asia1) Cattrall et al., 2005 

45.5 ± 8.6 Anmyeon, Korea Noh et al., 2007 

 51.7 ± 13.7 Seoul, Korea This Study 

Pollution

50 - 70 Portugal Ansmann et al., 2001

49 - 70 India Franke et al., 2001

71 ± 10 Urban1) Cattrall et al., 2005

62.2 ± 13.2 Seoul, Korea This Study 

1) Lidar ratios retrieved from 26 AERONET sites across the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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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되는 에어러솔의 양이 적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500 m 이하의 지표면 부근에서는 연평

균 값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표면에서 발생하

는 에어러솔의 양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

름철에는 지표면부터 2 km까지 에어러솔 소산계수가

다른 계절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여름철에는 풍속이 약해 인근 도심지역에서

발생한 에어러솔이 정체되어 에어러솔 광학두께가 높

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Kim et al., 2007), 다른

계절보다 대기 경계층이 더 높은 고도까지 성장하기

때문이다. 가을철에는 고도에 따라 에어러솔 소산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다른 계절과는 달리 600 m

부터 1 km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낮 시간 동안 성장한 혼합층의 상층부가 일몰

후 지표면 부근에서 형성되는 역전층에 의해 잔류층

(residual layer)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라이다 관측에서 잔류층은 다른 계절에는 관측 빈도

가 낮고 가을철에 빈번하게 관측되는데 그 이유는 여

름철에는 혼합층이 높게 성장하지만 잔류층을 고립시

키기 위한 역전층이 거의 생성되지 않으며 겨울철에

는 잔류층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혼합층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봄철의 경우에는 겨울이 지난 후,

대기 보다는 지표가 먼저 가열되어 혼합층이 성장하

기 전에 역전층 발생이 먼저 감소하기 때문에 잔류층

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4.2. 라이다 비와 편광소멸도 및 옹스트롬 지수와의

관계 

Fig. 4와 Fig. 5는 각각 2008년 5월 31일과 2009년

10월 10일의 라이다와 스카이 라디오미터 관측 결과

및 그로부터 산출된 라이다 비와 에어러솔 소산계수

의 연직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4와 Fig. 5에서 라

이다 신호 (Fig. 4a, Fig. 5a)는 라이다에서 발사된 레

이저가 후방산란 된 상대적인 강도를 거리 보정한 값

이며 편광소멸도 (Fig. 4b, Fig. 5b)는 후방산란 된 신

호 중 처음 발사된 빛과 수직인 성분과 평행인 성분

의 비로 에어러솔의 모양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에

어러솔이 구형에 가까울수록 작은 값을 가지고 비구

형이며 불규칙한 모양의 에어러솔은 큰 값을 갖는다.

에어러솔 산란계수 (Fig. 4c, Fig. 5c)는 관측된 라이

다 신호로부터 라이다 방정식을 풀어 얻는 값으로 에

어러솔의 정량적인 양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Fig.

4, 5의 (d)는 라이다와 함께 관측한 스카이 라디오미

터의 관측 결과인 에어러솔 광학두께와 옹스트롬 지

수를 나타내었으며 라이다와 스카이 라디오미터 관측

결과로부터 산출된 라이다 비를 함께 나타내었다.

두 사례에서의 스카이 라디오미터 관측 결과를 보

면, 평균 에어러솔 광학두께는 각각 0.31과 0.32로 거

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에어러솔 입자의 크기를 나

타내는 옹스트롬 지수의 평균은 Fig. 4(d)에서는 0.40

으로 Fig. 5(d)의 1.33에 비해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편광소멸도는 Fig. 4(b)에서 Fig. 5(b)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08년 5월

31일(Fig. 4)은 2009년 10월 10일(Fig. 5)에 비해 관측

된 에어러솔 입자의 크기가 더 크고 모양은 비구형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08년 5월 31일

은 기상청에서 발표한 황사 발생일로 비구형의 큰 입

자가 지배적이었으며 2009년 10월 10일은 라이다 및

스카이 라디오미터 관측 결과로 보아 오염물질이나 생

체소각 에어러솔과 같은 입자의 크기가 작은 에어러

솔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에어

러솔의 물리적 특성의 차이는 라이다 비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Fig. 4(d)의 라이다 비는 평균 37.7 sr인 반

면 Fig. 5(d)에서는 76.3 sr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에어러솔의 물리적 특성과 라이다 비의

관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관측 전 기간의

Fig. 3. Seasonal variation of aerosol extinction profile. Gray shading represents annual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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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스트롬 지수와 라이다 비의 산란 분포도를 Fig. 6

에 나타내었다. Fig. 6(a)에서 에어러솔의 옹스트롬 지

수가 증가할수록 편광소멸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

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에어러솔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양은 구형에서 비구형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오염물

질과 같이 입자의 크기가 작은 에어러솔은 구형에 가

까운 반면 황사 입자와 같이 입자의 크기가 큰 에어

러솔은 비구형의 모양을 갖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

다. Fig. 6(b)는 에어러솔의 라이다비와 옹스트롬 지

수 및 에어러솔 광학두께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일

반적으로 에어러솔 광학두께가 낮은 경우 라이다 비

가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옹스

트롬 지수가 높고 라이다 비가 낮을 때 에어러솔 광

학두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며 이러한 날을 제외하

면 에어러솔의 옹스트롬 지수가 작고 편광소멸도가

클수록 라이다 비는 작은 값을 가지며 옹스트롬 지수

가 증가하고 편광소멸도가 감소할수록 라이다 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7은 Fig. 6에서 얻은 에어러솔의 물리적 특성

을 바탕으로 에어러솔이 거의 없는 깨끗한 사례와 황

사 입자가 우세한 사례, 오염물질이 우세한 사례를 선

정하여 라이다 비와 편광소멸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

저, 에어러솔 광학두께가 낮은 경우에는 옹스트롬 지

수와 관계 없이 낮은 값의 라이다 비를 갖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전체 관측 자료 중

Fig. 4. Time-height indicator(THI) of (a) range corrected lidar signal, (b) depolarization ratio, (c) aerosol extinction coefficient,

and (d) time series of aerosol optical thickness(AOT), Ångström exponent, and lidar ratio at Seoul on dusty day, 31 May 2008.

Lidar signal, depolarization ratio, extinction coefficient and lidar ratio are at 532 nm, AOT is converted from 500 nm to

532 nm using Ångström ex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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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에어러솔 광학두께가 하위 10% (0.2 이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에어러솔이 거의 없는 깨끗한 날로 정

하고, 깨끗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90% 중, 황사 입자

가 우세한 사례와 오염 입자가 우세한 사례를 선정하

였다. 황사와 오염물질은 에어러솔 입자의 크기를 기

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Jeong and Li (2005)는 황

사나 해염과 같은 조대 입자와 황산염 등의 오염물질

과 생체소각 에어러솔과 같은 미세 입자의 구분을 위

해 옹스트롬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옹스트롬 지수가

0.8 보다 크면 미세 입자가 우세하고, 작으면 조대 입

자가 우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Jung et al.

(2010)은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황사 층의 에어러솔 옹

스트롬 지수가 0.4보다 작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의 에어러솔의 대부분이 오염물

질이며 황사 입자에 의해 조대 입자의 비율이 높아져

옹스트롬 지수가 작아진다고 가정하여 옹스트롬 지수

가 하위 10% (0.6 이하)의 값을 가지면 황사 입자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황사 사례로, 상위 10% (1.4 이상)

의 값을 가지면 오염물질이 우세한 오염 사례로 정하

였다. 이와 같이 구분된 황사 사례는 기상청에서 보

고한 황사 발생일과 거의 일치하였으며, 상층을 떠서

지나가는 황사층이 존재하여 기상청의 황사 발생 보

고가 없음에도 황사로 구분된 사례가 포함되었다.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세가지 사례는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된다. 황사 사례는 편광소멸도가 다른 사례에 비

해 매우 높았으며 라이다 비는 51.7 ± 13.7 sr의 값을

가졌다. 깨끗한 날과 오염사례에서의 옹스트롬 지수

와 편광소멸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라

이다 비는 깨끗한 날의 경우 45.0 ± 9.5 sr로 황사 사

례보다도 작지만 오염 사례의 경우에는 62.2 ± 13.2 sr

로 높은 값을 가졌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각 사례에서의 라이다 비와 기

Fig. 5. Same as Fig. 3 except for polluted day, 10 October 2009.



김만해·김상우·윤순창·Nobuo Sugimoto·손병주 65

Atmosphere, Vol. 21, No. 1. (2011)

존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세 가지 사례 모두 기존의 연구와 비교적 잘 일치하

였으나 깨끗한 날의 사례의 경우 선행 연구 결과보다

비교적 높은 값을 가졌다. 이는 기존 연구의 경우 주

변에 오염물질의 발생원이 없는 청정한 지역에서 관

측한 반면 서울은 에어러솔 광학두께가 낮고 라이다

비가 작은 깨끗한 날이라고 하더라도 도심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황사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황사 입

자가 매우 우세한 사례라 하더라도 도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오염물질이 항상 혼재되어 있기 때문

에 순수한 황사 입자의 라이다 비 보다 약간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사하라 사막에서의 관측 결과와 우리나라에서

도 비교적 청정지역에 해당되는 안면도에서의 라이다

비보다 도심지역이라 볼 수 있는 일본의 도쿄나 서울

에서의 라이다 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오염 사례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잘 일

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요 약

2006년 3월부터 4년간 서울대학교에서 관측한 라이

다와 스카이 라디오미터 관측 자료로부터 에어러솔의

라이다 비를 산출하고 그 계절 변화 특성을 살펴 보

았다. 서울지역의 라이다 비는 여름철에 68.1 ± 16.8 sr

로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여 겨울철에 57.2 ± 17.9 sr

로 가장 낮았으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러나 전 기간 동안 산출된 라이다 비가 30 sr에서 최

대 110 sr까지의 범위에서 분포하며 관측 전 기간의

표준편차가 16.46 sr인 것을 감안하면 계절변동은 두

드러지지는 않았다. 이처럼 계절 변동이 약하게 나타

나는 이유는 도심지역에 해당하는 서울의 지리적 특

성에 기인한 것으로 연중 인위적인 오염물질이 지속

적으로 배출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라이다와 스카이 라디오미터 관측으로 얻은 옹스트

롬 지수, 편광소멸도 및 에어러솔 광학두께와 산출된

라이다 비의 관계도 살펴 보았다. 옹스트롬 지수와 편

광소멸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 에어러

솔 입자의 크기가 클 경우 비구형을 띄며 크기가 작

을수록 구형에 가까워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라이다 비가 작게 나타나는 깨끗한 날을 제외하면 라

이다 비는 옹스트롬 지수가 증가할수록 (편광소멸도

가 감소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

로 에어러솔 광학두께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깨끗

한 날과 옹스트롬 지수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황사

입자가 우세한 사례, 옹스트롬 지수가 상위 10%에 해

당하는 오염물질이 우세한 사례로 나누어 라이다 비

Fig. 6. Scatter plots of Ångström exponent versus lidar ratio

for all data points. The color of dots represents (a) depolarization

ratio and (b) aerosol optical thickness (AOT) at 532 nm. 

Fig. 7. Box plots of lidar ratio versus depolarization ratio at

532 nm for different aerosol types. The values at the boxes

and whiskers are same as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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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오염물질이 우세한 사례에서

의 라이다 비는 62.2 ± 13.2 sr로 기존의 오염물질에 의

한 라이다 비와 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깨끗한 날과 황사가 우세한 사례의 경우는 각각

45.0 ± 9.5 sr와 51.7 ± 13.7 sr로 나타나 선행 연구 결과

보다는 다소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

였다시피 도심지역에 해당하는 서울은 항상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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