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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기 에어러솔은 대기중에 존재하는 미세입자로 인체 유해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있

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대기 에어러솔의 주요 성분에 대한 정확

한 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지구관측 위성자료는 대기

질 감시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위성 관측 자료

를 이용하여 전구적인 규모의 대기 에어러솔의 주요 성분별 분포변화를 알아보고자 MODIS 에어

러솔 광학두께(AOT; Aerosol Optical Thickness)와 미세입자분율(FMF; Fine Mode 

Fraction), 그리고 TOMS 자외선 흡수성 에어러솔 지수(AAI; UV Absorbing Aerosol Index)

를 이용하여 네 가지의 주요 에어러솔의 성분(먼지, 탄소성, 황산화물, 해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물을 검증하기 위하여 에어러솔 예측 모델자료와 각 격자

별 자료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산출된 결과물이 에어러솔의 성분별 전반적

인 패턴을 잘 표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요 에어러솔 타입으로 구분된 위성자

료의 사용은 대기질 감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연구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대기 에어러솔, 위성원격탐사, 대기질, 기후변화

ABSTRACT

Atmospheric aerosols, small particles in the atmosphere, are one of the important 

parameters in climate change and human health. Additionally, accurate estimates of 

aerosol species are increasingly important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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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advances in global satellite remote sensing provide powerful tool for air quality 

monitoring. This study explores the potential usage of satellite derived data such as 

atmospheric aerosols for air quality monitoring as well as climate change stud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general features of the global distribution 

of type dependent aerosols. A detailed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the each different 

satellite dataset shows the variation of the global zonal average and specific 

geographical regions where the strong emission sources are located. Especially, 

significantly large aerosol amounts are observed in Asia and Africa because of the 

desert dust storm, anthropogenic and biomass burning emissions. 

KEYWORDS : Aerosol, Satellite Remote Sensing, Air Quality, Climate Change 

서   론

대기 에어러솔(atmospheric aerosol)은 공

기중에 부유하는 미세한 고체 또는 액체 입자

를 총칭한다. 최근의 기후변화와 지구화학적 

순환에서 대기 에어러솔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다(IPCC, 2007). 또한 대기 에어러솔은 물 

수지 모델(hydrology models), 탄소 수지 모

델(carbon budget models), 그리고 기후 모

델(climate model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

한 입력변수로 사용된다. 특히, 기후변화에 있

어 중요한 요소인 복사강제(radiative forcing)

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기본 변수인 에어러솔 

광학두께(Aerosol Optical Thickness; AOT 

또는 τ)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모델의 필수적인 입력 

자료로서도 사용된다. 인공위성 관측 자료로

부터 산출된 AOT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연

구에서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어왔으며 그 활

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 AOT는 대기 에어러솔에 의

하여 소산(extinction)된 태양 복사에너지의 

양의 함수로서, 에어러솔에 의한 광 투과도

(light transmission)와도 관련이 있다.

최근의 인공위성자료 분석기술은 전구적 규

모의 에어러솔에 관한 정량적 특성 및 정성적 

특성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하였다. 또한,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

술은 지역적인 규모에 맞도록 적합한 방법을 

이용하여 에어러솔의 특성이 분석되기도 하였

다(이권호 등, 2002; Lee et al., 2007). 한

편,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에어러솔을 분석하

는 데에는 에어러솔의 물리적, 광학적 특성을 

미리 반영하여 최적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대기 에어러솔의 특

성자료를 획득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

르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위성관측자료와 

지상관측 네트워크 자료를 이용한 통합분석을 

통해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보다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서 현재

까지 대기 에어러솔의 미세물리적/광학적 특

성값(에어러솔 광학두께, 에어러솔 크기분포,  

단산란 알베도 등)이 분석가능하며, 이러한 

자료는 대기 중의 에어러솔의 발생・이동・분

포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위성자료를 이용한 AOT를 

산출(retrieval)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개발되어 왔다(Lee et al., 2009). 일반적인 

AOT 산출방법에는 위성 센서가 가지는 채널

에 따라 단일 채널법(Rao et al., 1989; 

Stowe, 1991), 다중 채널법(Gordon and 

Wang, 1994; Remer et al., 2005; Lee et 
al., 2010), 위성의 궤도 및 관측방법에 따른 

기하학적 신호 처리법(Martonchik and 

Diner, 1992; Glaccum et al., 1996; Kn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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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towe, 2002), 편광 센서를 이용한 편

광법 (Herman et al., 1997), 그리고 레이저

를 이용한 능동형 관측법(McCormick et al. 
1993) 등이 있다. 이 중 현재까지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지구관측 위성 센서인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 

radiometer(MODIS)의 AOT 산출물의 경우, 

가장 진보된 지구관측 센서이며 에어러솔의 

미세 물리 모델을 이용하여 산출된 가장 대표

적인 자료이다. MODIS AOT 산출물은 전 지

구를 관측/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료 획

득이 용이한 장점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 자료

로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MODIS AOT산

출물은 전 지구규모의 평균화된 에어러솔 모

니터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기 중에 존재하는 각종 화학적 성분별로 분

류된 정보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에어

러솔 입자에 대한 주요 성분별 분포자료는 대

기질 감시와 기후 모델링 결과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기 때문에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시

공간적인 분포자료는 대기오염도 평가 및 기

후변화 모델의 입력 자료로서 활용이 필요하

며 광역적 에어러솔의 주요 성분별 분포자료

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지구적인 규모의 

대기 에어러솔에 대한 주요 성분별 시공간적

인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장기간(2000년~ 

2010년) 동안 수행된 인공위성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대기 에어러솔의 성분별 AOT를 분

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리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된 주요 성분별 

AOT의 시공간적인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각 

지역별 에어러솔의 공간분포와 증감비율을 산

정하여 지역별 대기 에어러솔의 시공간적 분

포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전구적 에어러솔의 시공간적 

분포변화의 분석을 위해 MODIS Level 3 자

료 중 일별로 격자화된 에어러솔 산출물 

(MOD08_D3)과 Total Ozone Mapping 

Spectrometer(TOMS) Absorbing Aerosol 

Index(AAI)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지역

은 전 지구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MODIS 센서는 Terra/Aqua 위성에 탑재되

어 지구관측시스템(EOS: Earth Observing 

System)의 일환으로 1999년 발사되어 현재

까지 고도 705km의 극궤도로 운용 중이며, 

MODIS는 가시광-적외선 영역에 있어 36개

의 채널과 2,330km의 수평 관측폭을 가진다. 

지구의 대기, 육지, 해양과 관련된 44개의 현

업화된 표준 분석 자료 중 본 연구에서는 

MOD08 대기 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MODIS level 3 aerosol products(MOD08_ 

D3) 자료는 매일 생산된 Level 2 자료(10 

km 공간해상도)를 위경도 1도 간격으로 공간

통계적인 평균화 과정을 거친 후 데이터 센터

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MODIS 

AOT의 정확도는 알려진 결과에 의하면,  육

지에서 ±0.05±0.20AOT, 해양에서 ±0.03 

±0.05AOT를 가진다(Remer et al., 2002). 

MODIS FMF는 미세입자의 크기분포를 상대적

으로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도록 조정된 값

이며 1에 가까울수록 에어러솔의 크기분포는 

미세입자의 분율이 큼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황사나 해염같이 입자의 크기가 큰 에어러솔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FMF 값을 나타내며, 

인위적 오염에 의한 에어러솔(검댕이나 황산화

물 등)은 큰 FMF 값을 가진다. 최근에는 기존

의 알고리즘에서 개선된 Collections 5 

(C005)라는 버전을 가지는 알고리즘이 개발

되어 그 정확도가 더욱 향상되었다(Remer et 
al., 2005 and Levy et al., 2007b). 

MOD08에 포함된 자료는 대기 에어러솔과 구

름에 대한 정보로서 에어러솔의 경우, 해양 

및 육지에서의 에어러솔 광학두께(파장 = 

550 nm)와 Ångstrom  지수, 그리고 에어로

졸의 미세 분율(aerosol fine mode fraction) 

등이 포함되어 있다.

TOMS 센서는 원래 자외선 및 오존 관측을 

주 임무로 하고 있지만 자외선 파장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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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31㎚와 360㎚의 채널의 분광대비

(Spectral Contrast)기법을 사용하여 에어러

솔의 자외선 흡수 특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광대비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은 에

어러솔 지수를 생산하게 된다(Herman et al., 
1997).

AAI = -100{log10((I331/I360)meas) – 
log10((I331/I360)calc)}       (1)

여기서, Imeas 와 Icalc 는 각각 위성에 의

해 관측된 복사량과 모델 계산에 의한 

Rayleigh 복사량이다. 이러한 자외선 영역의 

에어러솔 관측기법은 자외선 흡수 에어러솔에 

대단히 민감하고 비흡수성 에어러솔과 구분 

지을 수 있는 것과 지상이나 육지에서 관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자외선 흡수성 

에어러솔은 생체 연소(Biomass Burning)으

로 인한 스모크, 공업 지역에서 발생하는 탄

소입자, 먼지, 그리고 황사와 같은 사막기원의 

에어러솔이며 TOMS 에어러솔 인덱스는 양의 

값을 가진다. 대표적인 자외선 비흡수성 에어

러솔은 황산염(Sulphate) 입자로 TOMS AAI

는 음의 값을 나타낸다. 한편, TOMS AAI는 

육지와 해양에서 모두 응용이 가능하지만 알

고리즘 자체에서 에어러솔의 고도에 따른 영

향을 받으므로 1~2㎞ 이상의 높이에 존재하

는 에어러솔이 관측된다. 이것은 자외선 흡수

성 에어러솔이 지표면 근처에 존재할 때, 에

어러솔에 의한 Mie 산란효과가 에어러솔 층

의 밑에 Rayleigh 산란으로 인한 자외선의 흡

수효과 보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음의 

AAI값을 나타낼 수 있어 문제가 된다(Hsu 

et al., 1999).

위성자료로부터 분석된 주요 타입별 에어로

솔 자료의 비교검증을 위하여 대기 모델인 

Goddard Chemistry Aerosol Radiation and 

Transport(GOCART)(Chin et al., 2000) 

모델자료(Version 6)를 사용하였다. GOCART 

모델은 미국 NASA에서 개발된 에어러솔 예

측 모델로서 현재 2000년 1월 ~ 2007년 12

월 까지의 자료가 이용가능하다. GOCART 

모델결과는 황산화물, 먼지, 검댕, 유기탄소, 

해염에 대하여 각각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GOCART모델은 위경도 1도

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NASA의 기상예측 

모델 결과자료인 Goddard Earth Observing 

System Data Assimilation System(GEOS 

DAS)를 동기화하여 사용하며, 20~55개의 대

기 수직층을 대상으로 한다. 모델의 입력자료

인 에어러솔의 배출량 자료는 각각의 에어러

솔 종류별로 기존의 배출원 모델이나 관측자

료를 사용하며, 그림 1은 각 성분별 배출원의 

위치와 배출량 자료를 나타낸 지도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황산화물: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이산화황 

(SO2) 가스 배출원자료는 Emission Data 

Base for Global Atmospheric Research 

(EDGAR) (Olivier et al., 1996)를 사용하

며, 생체 연소에 의한 SO2 배출은 계절별 

생체연소 분포 자료(Duncan et al., 2003; 

Yevich and Logan, 2003)를 통해 산정한

다. 화산에서 배출되는 SO2(Andres and 

Kasgnoc, 1998) 와 해양에서 생성되는 

dimethyl sulfide(DMS)는 해양에서의 풍속

에 의한 함수(Liss and Merlivat, 1986)로 

결정된다.

∙ 먼지: 먼지입자는 주로 0.1~10㎛의 크기를 

가지며 8개의 입경별 구간(0.1~0.18, 

0.18~0.3, 0.3~0.6, 0.6~1, 1~1.8, 1.8~3, 

3~6, 6~10㎛) 나뉘어 고려된다. 먼지는 주

로 바람에 의한 재부상(resuspension)에 의

하여 발생하므로 각 입경별 그룹 p에 해당

하는 배출 플럭스 Fp는 다음과 같이 풍속에 

의한 함수로 정의된다.

  Fp = S·sp·u2(u-ut)   ifu > ut      (2)

여기서, S는 토지의 축적된 부유성 물질의 

확률 함수이며, sp 는 토양에서의 입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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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lobal annual emission rates for sulfur, dust, OC+BC, and sea salt (from Chin 

et al., 2002) 

룹의 분율, u 는 지표면에서의 풍속, 그리고 

ut 는 입경과 토양함수율에 의하여 결정되

는 바람에 의한 침식이 발생하게 되는 임계 

속도이다.

∙ 탄소 입자(검댕과 유기탄소): 생체 연소 활

동은 탄소입자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장기간 관측된 위성자료를 통하여 계절별 또

는 연도별 생체 연소 활동 인벤토리 자료 

(Duncan et al., 2003)를 이용한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배출은 Cooke et al.(1999)이 

제공하는 전구적 자료를 활용하며, 그 외의 

지표에서 직접적인 배출에 의한 부분은  

Guenther et al.(1995)의 자료를 사용한다.

∙ 해염 입자: 해염은 주로 해양에서의 강한 바

람에 의하여 생성되므로 다음과 같이 풍속의 

함수로 표현된다. 

dF/dr = 1.37u3.41r-3 (1+0.057 r1.05) 

101.19·exp(-B2)                 (3)

여기서 F는 배출 플럭스, r 은 입경, u 는 

풍속, B = (0.380 - log r) / 0.65 이다.  

∙ 이동과 침적: GOCART 모델에서 입자의 이

동은 flux-form semi-Lagrangian 방법 

(Lin and Rood, 1996)을 사용하며 대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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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２. Flow chart of satellite data processing for separation 

of four major aerosol. 

내의 혼합층에서 난류성 혼합은 2차 함수

(Helfand and Labraga, 1998)를 사용하며, 

에어러솔 입자에 대한 건식 침적과 습식 침

적은 각각 중력과 비에 의하여 제거되는 형

식을 사용한다(Wesely, 1989). 그리고 대

기중의 화학반응에 의한 입자의 생성과 변형

은 IMAGES 모델(Müller and Brasseur, 

1995)을 사용한다.

GOCART 모델로 예측한 AOT값은 위성관

측자료와 지상에서 sunphotometer 로 관측된 

AOT값과 비교했을때 상관계수 0.6이상의 비

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50%의 오차범

위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in et al., 2002). 모델의 경우, 대부분의 

북확실도는 에어러솔의 배출과 대기화학, 이

동현상, 순환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

이므로 정확한 예측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서 언급된 입력조건에서 예측한 결과는 

에어러솔 예측에 있어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in et 
al., 2002). 특히 GOCART 모델은 에어러솔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델이므로 본 연

구의 목적인 에어러솔 성분별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정확도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

다. 그러나 GOCART 모델의 공간해상도가 

위성의 공간해상도와 다른 점, 인공위성 자료

가 구름이 없는 깨끗한 픽셀만 가능한 점 등

이 모델자료의 이용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

된다.

연구 방법

위성자료로부터 주요 성분별 AOT를 산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임계값을 설정하여 위

성영상의 픽셀값을 분류하는 방법이 흔히 사

용되고 있는데,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

되는 파라미터는 사용된 위성 센서와 연구대

상지역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이동하 

등, 2006; Higurashi and Nakajim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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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aba and Gobbi, 2004; Jeong and Li, 

2005; Kaskaoutis et al., 2007a; 2007b). 

본 연구에서는 MODIS와 TOMS자료를 이용

한 임계값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위성 관측 자료의 처리를 위한 흐름은 그림 2

에 나타내었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성자료로부터 주요 에어러솔의 성분

별 AOT를 구하기 위하여, 각 에어러솔 이벤

트(즉, 단일 성분 에어러솔이 우세한 사례)에 

대한 에어러솔 광학 파라미터를 통계분석 하

였다. MODIS AOT, MODIS FMF, TOMS 

AAI로부터 에어러솔의 크기에 따른 분류와 

광 흡수성에 따른 분류를 각각 수행할 수 있

다. 이를 통하여 주요 에어러솔 성분은 먼지 

(거대 입자, 광 흡수성), 탄소성 (미세 입자, 

광 흡수성), 황산화물 (미세입자, 광 비흡수

성), 해염(거대입자, 광 비흡수성)으로 구분하

였다. 각각의 에어러솔 이벤트는 칼라합성 영

상 및 에어러솔 분석 자료로부터 확인이 가능

하며 에어러솔이 위치한 픽셀을 만족하는 픽

셀만을 선출하여 주요 에어러솔의 성분별 임

계값을 설정한다.

(2) 설정된 임계값을 이용하여 전구적으로 

위경도 1도를 가지는 격자화한 자료를 생산한

다. 위성 분석 자료에서 제공하는 총 AOT는 

각 에어러솔 성분에 의한 AOT의 합이므로 

주어진 영상화소 내에서 AOT의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

(3) 최종적으로 산출된 주요 성분별 AOT

는 GOCART 모델결과와 비교검증을 통하여 

자료의 정확도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시공간적인 에어러솔의 분포 

및  추세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위성자료에서 에어러솔의 

주요 성분별 AOT를 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픽셀이 AOTTotal = 1.0, AAI = 

1.0, FMF = 0.7 의 값을 가지는 경우, 본 연

구에서 설정된 임계값을 사용하면 이 픽셀은 

광 흡수성 (AAI > 0.3)을 지니며 입자의 크

기가 작은 (FMF > 0.55) 탄소성 에어러솔로 

구분된다. 이 때, 탄소성 에어러솔의 광학두께

는 다음과 같다.

AOTcarbon = 1.0×0.7 = 0.7(0.3 is 

undefined mixture)     (5)

그러나 다른 선행연구(Barnada and Gobbi, 

2004; Kaskaoutis et al., 2007; Jeong and 

Li, 2005)에서는 에어러솔의 성분이 구분되면 

전체 AOT를 성분별 AOT로 간주하므로 문제

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기 중의 에어러솔은 

한가지의 성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적 우세한 성분과 그렇지 못한 성분이 공존하

므로 이러한 가정은 분석된 결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

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에서처럼 전체 

AOT에 FMF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성분

별 AOT를 도출하였다.

결과 및 분석

1. 에어러솔 종류 구분을 위한 임계값 결정

주요 에어러솔의 종류 구분을 위하여 주요 에

어러솔 이벤트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이벤트 사례는 NASA의 Earth 

observatory 웹사이트(http://earthobservatory. 

nasa.gov/NaturalHazards/)를 통하여 각 지역

별로 발생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이벤트 사례는 13가지에 해당

하며, 여기에는 중국의 대기오염, 미국 동부의 

대기오염, 인도의 대기오염, 영국의 대기오염, 

중국의 생체 연소, 캘리포니아 산불, 러시아 

산불, 황사, 사하라사막 먼지폭풍, 페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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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ODIS AOT and FMF values from the major aerosol events.

먼지 폭풍, 파키스탄 먼지폭풍, 그리고 캄챠카 

반도의 화산재에 대한 경우이다. 각각의 해당 

이벤트 사례에 대해서 MODIS 에어러솔 분석

결과와 TOMS AAI 자료를 그림 3과 같이 산

점도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에어러솔 성분(먼지 입

자와 오염입자)에 대하여 임계값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즉, 사막 기원의 먼지 폭풍이나 황

사현상으로 인한 에어러솔은 비교적 입자의 

크기가 오염입자(화석연료의 연소나 가스상 

오염물질이 변환된 입자)에 비해 FMF값이 

0.55를 기준으로 분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OT 자체 값은 에어러솔의 상

대적인 양에만 의존하므로 에어러솔의 종류에

는 민감하지 못한다. 

FMF로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

여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다

양한 에어러솔의 미세물리적 파라미터를 이용

하여 FMF값을 계산하였다. 표 1은 이렇게 계

산된 임계값들을 나타내고 있다. 에어러솔 입

자의 크기는 로그정규분포로 표현될 수 있으

며 입경이 2㎛보다 작은 입자와 큰 입자에 대

하여 각각 다른 쌍봉 로그정규분포 함수로 다

루어진다. 표 1에서 나타낸 크기분포에 대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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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 σ, R, r 는 에어러솔의 총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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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Aerosol   Type Cf Rf σf CC RC σC FMF

Omar et al. 
(2005)

Desert dust 0.077 0.117 0.393 0.268 2.834 0.646 0.33
Biomass burning 0.040 0.144 0.446 0.081 3.733 0.763 0.53 
Background/rural 0.013 0.133 0.407 0.020 3.590 0.744 0.57 

Polluted continental 0.061 0.158 0.423 0.054 3.547 0.725 0.69 
Polluted marine 0.029 0.165 0.477 0.083 3.268 0.691 0.39
Dirty pollution 0.032 0.140 0.432 0.034 3.556 0.758 0.66 

Dubovik et al. 
(2002)

Urban-Industrial and 
Mixed(GSFC) 0.150 0.230 0.380 0.050 3.520 0.750 0.86 

Urban-Industrial and 
Mixed(France) 0.130 0.240 0.430 0.060 3.240 0.790 0.81 

Urban-Industrial and 
Mixed(Mexico) 0.120 0.160 0.430 0.110 3.320 0.630 0.70 

Urban-Industrial and 
Mixed(Moldive) 0.120 0.180 0.460 0.150 3.230 0.760 0.61 

Biomass burning 
(Amazonian) 0.120 0.153 0.400 0.050 3.850 0.790 0.84 

Biomass burning(Brazil) 0.100 0.150 0.470 0.070 3.780 0.790 0.76 
Biomass burning(Zambia) 0.120 0.145 0.400 0.090 3.930 0.730 0.76 
Biomass burning(Canada) 0.110 0.165 0.430 0.040 3.410 0.810 0.85 

Desert and Oceaninc 
(Percian) 0.120 0.190 0.420 0.900 2.540 0.610 0.21

Desert and Oceaninc 
(Arabia) 0.040 0.120 0.400 0.960 2.350 0.600 0.07

Desert and Oceaninc     
(CapeVerde) 0.040 0.120 0.590 0.900 1.900 0.530 0.06

Desert and Oceaninc 
(Lanai) 0.400 0.160 0.480 0.800 2.700 0.680 0.44

Remer et al. 
(1998) 

Biomass Burning
(Cerrado) 0.301 0.132 0.600 0.845 11.500 1.260 0.80 

Biomass Burning
(Forest) 0.108 0.210 0.450 0.260 9.000 1.200 0.86 

Remer and 
Kaufman 
(1998) 

ACC1 0.105 0.110 0.600 - - -

0.99 
ACC2    0.108 0.210 0.450 - - -
STRA 0.005 0.550 0.290 - - -
SALT - - - 0.030 1.300 0.300 
COAR    - - - 0.045 9.500 0.940 

Levy et al. 
(2007a) 

Continental 0.105 0.050 0.693 
0.06

3.050 0.176 1.090 7.364 17.600 1.090 
 Neutral/General 0.164 0.165 0.510 0.148 3.437 0.827 0.88 
 NonAbs/Urban 0.172 0.204 0.517 0.093 3.466 0.923 0.93 
 Abs/Smomke 0.175 0.143 0.463 0.104 4.397 0.784 0.95 

Dust 0.087 0.142 0.757 0.679 2.200 0.554 0.39
　 　 　 　 　 　 　 　 　

TABLE 1. Various aerosol models for calculation of FMF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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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reshold values to determine aerosol type in this study.

농도(㎤/㎠), 표준편차, 중앙입경(㎛), 입경값

(㎛)이며, 아래첨자 f와 c는 각각 미세입자와 

조대입자 영역을 의미한다. 이 크기분포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FMF값은 확실히 0.55의 값

을 기준으로 미세입자(도시형, 생체 연소성, 

황산화물)와 거대입자(사막먼지, 해염)로 구

분됨을 알 수 있으며 위성자료에서 얻은 임계

값이 효과적임을 증명한다.

한편, TOMS AAI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에

어러솔(먼지와 탄소성 에어러솔)과 그렇지 못

한 에어러솔(황산화물과 해염 입자)로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주어진 픽셀에 대

하여 임계값을 이용하여 결정된 크기별 에어

러솔의 구분과 더불어 적용하면 4가지의 주요 

성분별 에어러솔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는 

MODIS FMF와 TOMS AAI 임계값으로 에어

러솔을 구분할 수 있는 look-up table(LUT)

를 나타낸다.

2. 전구적 에어러솔 분포 

그림 5a는 TERRA 위성이 처음 관측을 수

행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AOT값을 각 

픽셀별로 평균하여 연평균 자료를 나타낸 것으

로 AOT의 값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인도와 

중국동부지역으로 인구밀집과 산업화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다. MODIS의 경우 사막지역은 지

표반사도가 다른 토지피복보다 강하기 때문에 

대기 에어러솔을 산출할 수 없어 자료가 없는 

픽셀이 있으나 TOMS는 그림 5b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표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전구적 

에어러솔 분포자료가 생성된다. 이렇게, 지구

관측 위성자료를 사용하면 전구적인 에어러솔 

분포 현황을 알 수 있으나, 어떤 에어러솔 성

분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미지

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에어

러솔의 종류별 AOT를 산정하는 방법은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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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5. Annual mean (a) MODIS totoal AOT and (b)TOMS A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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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ust 

  

(b) Carbonceous

(c) Sea salt (d) Sulphate

FIGURE 6. Annual mean MODIS AOT by four major aerosol types.

본 연구에서 주요 성분별 에어로졸의 AOT

를 계산하기 위하여 일별 MOD08 자료의 각 

픽셀을 성분별 AOT로 구분하고, 이 값을 기

초로 하여 주어진 기간(월 또는 년단위) 동안

의 종류별 평균값 (AOTS,Type) 을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2)

여기서 s는 기간, Ns,type는 기간별 각 픽

셀에서의 종류별 에어러솔의 유효 관측 일수, 

AOTi는 i일에 관측된 AOT 값으로 총 관측 

AOT의 합을 관측일수로 평균화하였다. 여기

서 type는 각 성분별 에어로졸(먼지입자, 탄

소입자, 황산화물 입자, 해염입자)이다. 이렇

게 구한 연평균 AOTS,Type를 그림 6에 나타내

었다.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월

별 유효 관측일수가 7일 이하의 픽셀은 계산

에서 제외하였으며 결과 분포도에서 흰색으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그림 6에서는 각 성분별 에어러솔의 분포 

특성을 AOTS,Type로서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6(a)의 먼지성분 입자들은 주로 사막지역 또

는 건조지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

분의 해양에서도 약한 값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탄소성 입자는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나 인위적인 오염원에서 발생을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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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parison of monthly mean AOTaer from MODIS and GOCART

로 알려져 있으며, 그림 6(b)에서는 인구밀집

지역과 주요 산업시설이 위치한 동아시아와, 

생체연소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6(c)에서는 

해염 입자가 주로 바람의 세기가 거친 남반구

의 극지방 근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황산

화물은 산업시설이나 탈황이 안 된 연료의 사

용으로 생성되므로, 그림 6(d)에서 나타난 것

처럼 주요 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나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미국 동부, 남미, 유럽, 동남 아시

아)의 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GOCART 모델결과와 비교검증

앞에서 도출된 결과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GOCART 모델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위성 분석 값의 검증은 주로 지상에서 관측된 

실지 관측자료를 사용하여 비교를 하지만, 전

구적인 에어러솔의 주요 성분별 분포를 검증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모델 계산 결과는 전

구적인 자료를 생산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검증

된 결과를 제시하므로 정량적인 값으로서의 

비교보다는 정성적인 비교측면에서 본 연구결

과의 에어러솔 성분 구분이 적절한지에 대하

여 비교검증을 시도하였다.

그림 7은 AOTS, Type에 대하여 위성 분

석값과 GOCART 모델 예측값 자료를 비교한 

결과이다. 대체적으로 위성값과 모델값은 결

과는 상관계수(R)가 0.8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황산화물의 경

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해

염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에어러솔에 대하여 

모델 예측값이 위성 분석값보다 낮은 값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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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ten regional sectors for spatio-temporal AOT variation analysis

FIGURE 8. Comparison of monthly mean total AOT from MODIS and GOCART

타내고 있어 모델에서 입력값으로 주어진 에

어러솔의 배출원 자료와 기상장을 이용한 예

측능력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은 GOCART 모델의 예측력을 알아

보기 위하여 전체 기간 중 총 AOT에 대하여 

MODIS 위성값과 모델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육지와 해양에 대하여 각각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회귀직선의 기울기는 모두 0.92

와 0.94로 높은 대응값을 보였으나 상관계수

와 RMSD는 육지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MODIS의 에

어러솔 도출 알고리즘이 육지에서는 해양보다 

오차가 크기 때문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자료의 분포경향은 주로 모

델값이 위성값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

어 그림 7에서 에어러솔의 성분별 상관분석결

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모

델 예측값이 실제 관측값보다 어느 정도 저평



지구관측 위성자료를 이용한 주요 대기 에어러솔 성분의 공간분포 분석 / 이권호 123

 MAM   JJA

Sector DU CA SU SS  Sector DU CA SU SS

1 0.043 0.007 0.003 0.062 1 0.043 0.007 - 0.056

2 0.066 0.045 0.026 0.012 2 0.054 0.040 0.025 0.010

3 0.095 0.032 0.022 0.020 3 0.092 0.051 0.033 0.008

4 0.072 0.031 - - 4 0.125 0.018 - 0.007

5 0.101 0.071 0.041 - 5 0.072 0.077 0.060 -

6 0.041 0.068 0.037 - 6 0.033 0.072 0.033 -

7 0.179 0.056 - - 7 0.186 0.105 0.013 -

8 0.035 0.016 - - 8 0.029 0.011 - -

9 0.086 0.070 0.048 - 9 0.091 0.075 0.055 -

10 0.199 0.106 0.036 - 10 0.175 0.122 0.043 -

 SON   DJF

Sector DU CA SU SS  Sector DU CA SU SS

1 0.039 0.023 0.009 0.049 1 0.031 0.027 0.015 0.024

2 0.054 0.032 0.014 0.013 2 0.063 0.029 0.017 0.016

3 0.073 0.046 0.014 0.034 3 0.096 0.026 - 0.041

4 0.070 0.050 0.008 - 4 0.052 0.049 - -

5 0.053 0.038 0.021 - 5 0.063 0.035 - -

6 0.062 0.150 0.053 - 6 0.070 0.071 0.031 -

7 0.139 0.144 0.032 - 7 0.179 0.053 - -

8 0.059 0.028 0.010 - 8 0.071 0.028 0.016 -

9 0.061 0.046 0.032 - 9 0.055 0.037 - -

10 0.124 0.095 0.033 - 10 0.133 0.076 0.025 -

TABLE 2. Seasonal mean AOTaer for the ten sectors

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에어러솔의 공간 분포 분석

전구적 AOTS,Type자료의 지역별 변화 특징

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9와 같이 육지와 

해양을 분리하여 10구역으로 세분화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10개의 구역은 4개의 해

양(극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과 6개의 대

륙(남/북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로 구분하였다. 

표 2에서는 이렇게 구분된 각 지역의 계절

별 변화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절별 평균

값을 요약한 것으로, 먼지에 대한 AOTS,Dust값

이 다른 성분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

다. 특히, 10번 지역(아시아)이 봄철에 계절

평균 값이 0.199로 최대값을 나타나는데 이

것은 이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막기원의 

먼지 폭풍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 계절에서 7번(아프리카)과 10번 지역은 

AOTS,Dust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탄

소성 에어러솔인 AOTS,Carbon값은 여름철에는 

10번과 7번이, 가을철에는 6번과 7번이 비교

적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체 연소 활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



Spatial Analysis of Major Atmospheric Aerosol Species Using Earth Observing Satellite Data124

된다. 황산화물의 경우, 절댓값은 다른 에어러

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역적인 비교

를 하면 6, 9, 10번 지역이 높게 나타나는 지

역이다. 해염의 경우는 주로 1번 지역이 우세

하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3번 지역(대서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구관측 위성인 MODIS와 

TOMS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성분별 에

어러솔 광학두께를 재산출하였다. 이를 위하

여 인공위성 표준 분석자료 중 MODIS AOT

와 MODIS FMF, 그리고 TOMS AAI 자료의 

임계값을 설정하여 전구적인 에어러솔 분석자

료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GOCART 모

델결과와 비교했을 때 결정계수(R2)가 0.88, 

RMSE가 0.06으로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AOTS,Type의 결과는 에어러솔의 발생원에 따

른 전반적인 패턴을 잘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통계분석을 통하여 에어러솔 성분

별 공간적 특성분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결과물은 대기질 

감시 측면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전구적 자

료 뿐만 아니라 한반도 인근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규모에서 현재 운용중인 천리안 위성

과 같은 보다 공간해상도가 높은 위성관측자

료를 사용한다면 한반도에 최적화된 기후변화

모델 입력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이러한 위성 관측값을 바탕으로 개

선된 입력자료의 사용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결과물의 정확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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