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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chnique of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TD) between 11 and 12 µm

separates yellow sand dust from cloud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absorptiv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channels. However, this method causes consistent false alarms in many cases,

especially over the desert. In order to reduce these false alarms, we should eliminate the

background noise originated from surface. We adopted the Background BTD (BBTD), which

stands for surface characteristics on clear sky condition without any dust or cloud. We took an

average of brightness temperatures of 11 and 12 µm channels during the previous 15 days from

a target date and then calculated BTD of averaged ones to obtain decontaminated pixels from

dust. After defining the BBTD, we subtracted this index from BTD for the Yellow Sand Index

(YSI). In the previous study, this method was already verified using the geostationary satellite,

MTSAT. In this study, we applied this to the polar orbiting satellite, MODIS, to detect yellow

sand dust over Northeast Asia. Products of yellow sand dust from OMI and MTSAT were used

to verify MODIS YSI.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between MODIS YSI and MTSAT YSI

was 0.61, and MODIS YSI and OMI AI was also 0.61. As a result of comparing two products,

significantly enhanced signals of dust aerosols were detected by removing the false alarms over

the desert. Furthermore, the discontinuity between land and ocean on BTD was removed. This

was even effective on the case of fall. This study illustrates that the proposed algorithm can

provide the reliable distribution of dust aerosols over the desert even a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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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온난화로 인한 사막화의 가속으로 매년 황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황사는 미세한 작업이 요

구되는 반도체나 조선업 및 자동차 산업의 생산과정

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항공기 비행장해와 백화점

매출 감소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기관지염이나 자

극성 결막염 등을 일으켜 매년 국민의 35.4%가 황사

로 인한 질병을 경험하고 있다 (신영철, 2006). 이처

럼 사회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황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황사의 정확한 관측과 예보가 필요

하다. 

황사의 관측은 지상과 위성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

상관측은 목측과 분진 측정기 등을 통해 수행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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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정량적인 관측이 가능하여 황사 입자의

물리·화학적 분석에 용이하다. 하지만 공간적으로 연

속적인 관측이 불가능해 이동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위성 관측은 정확한 수치자료를 얻을 수는 없

지만 광범위한 지역의 연속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어

황사예보에 도움을 준다. 

위성 황사 관측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이용

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외선은 구름에 의한 영

향을 적게 받고, 흡광성 에어로솔인 황사에는 민감도

가 높아 효과적인 관측이 가능 하지만 공간해상도가

낮아 황사 분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힘든 단

점이 있다. 가시광선을 이용한 황사탐지는 황사 입자

가 빛을 반사하는 특징을 이용한다. 이 파장은 대부

분의 위성이 보유하고 있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

이기는 하나 반사도가 높은 지표면이나 구름이 존재

하는 곳에서 황사를 관측하기 어렵다. 또한 자외선과

가시광선은 야간의 관측자료를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적외선을 이용한 황사탐지는 11과 12 µm 두 채

널의 밝기온도차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TD)를 이용하여 구름과 황사를 구분하는 것으로

Prata (1989)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Ackerman

(1989)은 3.7과 11 µm 채널의 BTD를 이용하였고,

Ellrod (2003)은 3.7, 11, 12 µm 세 채널을 이용하여

황사를 탐지하였으며 하종성 등 (2006)은 세 채널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개선된 방법을 MTSAT에 적용시

켰다. 사용된 파장들 중 3.7 µm는 황사에 대해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적외선 파장에 비해 태

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야간 경계값의 변화가 크

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11, 12 µm의 BTD 만

을 이용해 황사를 탐지 할 경우 지표특성에 따라 두

채널이 각기 다르게 반응하므로 고정적으로 잘못된

황사신호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성재 등

(2010)은 배경 밝기온도차 (Background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BTD)를 도입하여 보정함으

로써 황사 측정의 민감도를 개선하였다.

배경 밝기온도차를 이용한 황사탐지 방법은 정지궤

도 위성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정지궤도 위성

은 시·공간적으로 연속적인 관측이 가능하여 황사의

이동경로 예측에 유리하나, 보유한 채널수가 많지 않

고 공간 및 분광 해상도가 낮아 정확한 BBTD 산출

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에 극궤도 위성은 매

시간 연속적인 관측은 불가능 하지만 정지궤도 위성

보다 다양한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공간해상도와 분

광해상도가 높아 신뢰도 높은 BBTD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지궤도 위성에

적용했던 BBTD 방법을 극궤도 위성인 MODIS에 도

입하여 황사지수인 MODIS Yellow Sand Index를 산

출하였고, 이것을 MTSAT에 적용시킨 MTSAT YSI,

자외선을 이용해 황사를 관측하는 OMI 에어로솔 지

수 (Aerosol Index, AI)를 통해 검증하였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2.1. 자료

극궤도 위성 Aqua에 탑재된 MODIS 자료를 황사

지수 산출을 위해 사용하였다. Aqua는 Terra의 후속

위성으로 대기, 해양, 육지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02년 5월 4일에 발사 된 지구관

측위성이다. 705 km 상공에서 이동하는 이 위성은 98.8

분 의 궤도 주기를 가지며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오후

1시 30분에 적도를 통과하는데, 분석 대상 영역인 한

반도는 하루 두 번 낮 0433 UTC, 밤 1733 UTC경에

지나간다. Aqua의 탑재체인 MODIS는 가시광선 영

역인 0.405 µm부터 적외선 영역인 14.385 µm까지 총

36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장에 따라 0.25 km,

0.5 km, 1 km의 공간해상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1 km 해상도를 가지는 레벨 1B 자료의 11.03 µm과

12.02 µm 채널 밝기온도를 이용해 BTD를 산출하였고,

BBTD 산출에 오차를 발생 시키는 구름을 제거하기

위해 레벨 2의 Cloud Mask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MODIS 황사지수 (Yellow Sand

Index, YSI)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BBTD 방법을

정지궤도 위성인 MTSAT에 적용시켜 두 위성 YSI를

상호 비교하였다. MTSAT은 동아시아 지역을 30분 간

격으로 관측하는 위성이며, 본 연구에서는 4 km의 공

간해상도를 가지는 네 개의 적외 채널 중 10.8 µm과

12 µm채널을 사용하였다. 동일지점의 비교를 위해

MODIS와 MTSAT 자료를 0.1o
× 0.1o로 격자화 시켰

으며, MODIS의 관심지역 관측시간과 가장 가까운 시

간대의 MTSAT 관측자료를 이용하였다.

MODIS와 MTSAT에서 산출 된 YSI를 검증하기 위

해 부가적으로 극궤도 위성인 Aura에 탑재된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의 Aerosol Index (AI)자

료를 이용하였다. OMI AI는 자외선 영역인 342 nm

와 388 nm를 이용하는데, 계산상으로 산출된 두 파장

의 복사량 비와 대기 중에 에어로솔이 있을 경우 달

라지는 두 파장의 관측 복사량 비 간의 차이를 지수

화 한 것이다 (Torres et al., 1998). 이렇게 산출된 AI

는 대기 중에 황사가 존재할 경우 양수를 나타내는데,

지표면 반사도와 수증기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황사

에 민감도가 높은 자외선을 이용한다 (Stammes and

Noordhoek, 2002; Torres et al., 2007). 또한, Aura와

Aqua는 동일 지점을 8분 간격으로 지나가므로 두 위

성 자료간의 검증에 유리하다. 공간 해상도가 낮은

OMI 자료를 기준으로 0.5o
× 0.5o로 MODIS YSI와

OMI AI를 재격자화 하여 동일 지점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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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황사의 발생에서부터 우리나라를 거

쳐 이동하는 봄철 황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2008년

3월 1일과 2일의 주간과 야간의 YSI를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2006년 4월 8일 봄 황사와 2005년 11월

6일의 가을 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지역은

황사 발원지인 중국 고비사막과 한반도를 포함하는

위도 북위 30~50o, 경도 100~135o이다.

2.2. 연구방법

2.2.1. 밝기온도차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TD)

대기 중에 황사나 화산재와 같은 에어로솔이 있거

나 구름과 같이 수증기가 있는 경우, 11과 12 µm는

서로 다른 흡수율을 가진다. 황사나 화산재가 존재할

때에는 12 µm 보다 11 µm에서 더 많은 흡수가 일어

나 11 µm의 밝기 온도 값이 작다. 반면에 수증기는

11 µm보다 12 µm에서 더 많이 흡수하여 12 µm 밝기

온도 값이 작다. 따라서 황사지역의 11, 12 µm BTD

는 음수이고, 구름지역의 BTD는 양수이다 (Wen and

Rose, 1994; Ackerman, 1997). 적외 채널을 사용하는

이 방법은 주·야간에 관계없이 연속적인 적용이 가

능하므로 황사의 이동경로 예측에 유리하다.

Fig. 1은 2008년 3월 1일과 2일의 주·야간 MODIS

관측자료에 BTD 방법을 적용시켜 구한 분포도이다.

위 그림은 BTD를 이용해 황사를 측정할 경우에 발생

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모

든 그림의 왼쪽 상반부에 위치하고 있는 고비사막에

서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황사를 나타내는 음

의 BTD값이 고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사 발원지

에서 2002년 이후 먼지 발생 경향을 분석한 이종재

등 (2008)에 따르면 황사는 건조한 대기에서 강한 바

람이 불 경우 발생하는데, 고비 사막지역에서의 먼지

발생빈도는 연간 139일 (38.1%)로 발원지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막 전체에서 황

사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발생한 황사는 종관 기상장

과 함께 이동을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정된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황사분포는 BTD가 지

표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Fig. 1의 (b)와 (d)의 야간 BTD에서는 (a)

와 (c)의 주간 BTD와는 달리 구름이 없는 모든 육지

에서 황사를 나타내는 음의 값이 나타나고 있다. 지표

면에서 방출되는 적외 채널 복사는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지표면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하종성

등, 2006) 야간의 지표 냉각으로 인해 표면 온도가 낮

 Fig. 1. The distribution of MODIS BTD between 11, 12 µm on 1 March 2008 in (a) daytime and (b) nighttime. The same

distribution on 2 March 2008 in (c) daytime and (d) nigh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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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면서 주·야간 특성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지표

면 온도가 낮은 야간 BTD는 주간 BTD에 비해 더 낮

게 산출되어 야간에 육지의 대부분의 지역이 황사 가

능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비열이 큰 해양은

주·야간의 표면 온도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간 밝

기온도의 변동이 작다. 육지와 해양의 주·야간 밝기

온도의 변동을 통해 BTD가 지표면 특성에 많은 영향

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BTD 방법만을 이용해 황사를 탐지할 경우에 발생한

위와 같은 문제점은 지표면 특성에 의해 발생했다.

이것은 홍성재 등 (2010)에서 지적한 MTSAT BTD를

이용하여 황사를 탐지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과

일치한다. Fig. 2(a)는 2008년 3월 1일 주간인 0500

UTC에, (b)는 야간인 1833 UTC에 MTSAT에서 산출

된 11과 12 µm의 BTD이다. Fig.1(a), (b)와 같이 중국

산둥성의 서쪽에서 시작해 고비사막에 이르는 지역까

지 황사신호가 발생해 있고 육지에서 더 낮은 값을

나타내는 등 두 위성에서 비슷한 패턴의 BTD 산출

결과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특성도 나타

났다. 주간과 야간 모두 동일 지점에서 MODIS에 비

Fig. 2. The distribution of MTSAT BTD between 11, 12 µm at (a)0500 UTC and (b)1833 UTC on 1 March 2008.

Fig. 3. The distribution of MODIS BBTD on 1 March 2008 in (a) daytime and (b) nighttime. The distribution of MTSAT

BBTD at (c) 0500 UTC and (d) 1833 UTC on 1 Marc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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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MTSAT BTD가 더 작은 값의 음수, 더 큰 값의

양수를 가진다. 이것은 두 위성에서 사용 된 적외 채

널의 중심 파장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고, MTSAT

의 분광해상도가 더 낮아 황사와 구름에 대한 민감도

가 낮아서 발생한 차이로 사료된다. 이렇듯 BTD만을

이용 했을 때 지표 특성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황사

탐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MTSAT을 통해 검증

된 바 있는 BBTD 방법을 MODIS 에도 적용해 보았다.

2.2.2. 배경 밝기온도차 (Background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BTD)

지표에서 방출되는 적외채널 복사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다른 값을 나타낸다. 또한 대기에 구름이나 에

어로솔이 존재할 경우 적외채널 복사는 부유물질에

흡수되어 위성에 도달하는 복사량이 줄어든다. 대기

상층에 부유물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각 지점마다

예상되는 적외채널 방출율을 안다면 위성에서 관측된

적외채널 복사량과의 차이를 통해 대기에 부유하는

물질의 양을 역추적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

면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황사발생 당일 대기에 어떠한 부유물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되는 청정화소의 배경 BTD

(Background Brightness Temperature Diffenrence,

BBTD)를 기존의 BTD방법에 보정을 해 줌으로써 앞

서 지적한 BTD 황사탐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

였다.

BBTD를 구하기 위해 오염물질로 덮여있지 않은, 청

정화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5일

간의 밝기온도 자료를 평균하여 청정화소로 가정 하

였는데, 이 때 구름을 포함한 채 평균을 취하게 되면

11 µm 보다 12 µm에서 더 많이 흡수하는 구름입자의

특성에 의해 BBTD가 과도하게 높이 평가된다. 이것

은 지표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황사신호를 증폭

시키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청정화소를 구하기 위해서

는 구름이 제거되어야 한다. MODIS와 MTSAT은 서

로 다른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각기 다른 방법을

이용해 구름을 제거하였다. 앞선 MTSAT의 연구에서

는 황사지수 산출 시 구름이 있는 곳에서 BTD가 크

게 나타나는 이론을 바탕으로, 15일 자료의 평균 BTD

보다 BTD가 큰 지점과 육지 BTD 평균과 해양 BTD

평균값보다 큰 지점을 구름으로 정의하여 제거하였다

(홍성재 등, 2010). MODIS는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을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Cloud Mask 자료를 자

체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해 구름을 제거했다 (Ackerman,

2010).

BBTD 산출 시 평균을 취하는 기간이 짧으면 구름

으로 판명되어 제거되는 부분이 많아 지표면의 특성

을 대변하지 못하는 반면, 긴 기간을 이용하면 오염

물질로 뒤덮인 지역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더욱 청정

한 배경 화소를 산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태양 천정각이 변하고 계절 변동으로

인한 지표면 특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평균을 계산하

기 위한 적절한 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Legrand et al.,

2001). Legrand et al. (2001)은 1984년 아프리카의 건기

동안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하는 43개의 기상 관측

지역에서 구름이 있는 날을 제거 한 뒤, 각 지점의 황

사 오염 기간을 분석하였다. 이 지점들 중에서 1주일

동안 황사로 오염된 곳은 23%, 2주일 간은 13%, 3주

일 간은 10.5%로 나타났다. 1주와 2주 동안 오염된

지역의 양은 10%정도 차이가 나는 반면, 2주와 3주

간은 2.5%로 그 차가 크지 않았다. 2주 동안의 자료

를 평균하면 1주일 간의 자료를 평균한 것보다 오염

물질로 덮여 있을 확률이 더욱 줄어들고, 2주와 3주

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5일

평균을 이용하였다. 즉, 황사 발생 전 15일 동안 구름

을 제거한 픽셀에서 11과 12 µm의 평균 밝기온도를

각각 산출 한 뒤, 두 채널의 평균 밝기온도의 차이를

청정화소의 BBTD로 정의하였다.

Fig. 3의 (a)와 (b)는은 2008년 3월 1일 주간과 야

간의 MODIS BBTD를 각각 보여준다. 대기 중에 수

증기량이 적은 중국 내륙의 사막지대는 11 µm에 비

해 12 µm의 흡수율이 작으므로 BBTD값이 음수로 관

측 되었고, 수증기량이 많은 해양은 11 µm에 비해

12 µm의 흡수율이 크므로 양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육지 중에서도 수증기가 많은 곳은 양수를 띄었다.

Fig. 3(a)의 육지에서 나타난 양수의 배치는 Zhai and

Eskridge (1997)에서 1970년에서 1990년까지 분석한

중국의 강수패턴과 동일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

은 7월을 제외한 강수의 패턴이 위도 40~45o의 고비사

막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강수가 증가하는 경

향을 띄는데, Fig. 3(a)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BBTD가 산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주간에 비해 야간의 BBTD가 낮게 산출

됨에 따라 야간에는 이러한 경향이 다소 약하게 나타

났다. 이 원인은 야간 BTD가 낮게 산출되는 것과 같

이 BBTD 또한 지표의 야간 복사 냉각의 영향을 받

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ig. 3(a)의 주간 BBTD를 보면, 결측값으로 처리되

어 흰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야간에 비해 많다. 이

것은 이 지점이 15일 동안 계속해서 구름이 존재하여

제거 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그러므로 낮 동안 MODIS 구름 제거 알고리듬이

보수적으로 운용되어 지표면 반사도가 높은 지역까지

구름으로 오인하여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간 BBTD의 결측값이 야간에 비해 많이 나타나므로

황사지수의 신뢰도는 야간에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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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b) MODIS BBTD와 같은 시간에 관측된

(c),(d)의 MTSAT 주간과 야간의 BBTD를 비교해

보면, 두 위성 모두 고비 사막과 같이 다른 지역에 비

해 건조한 지역일수록 BBTD가 더 낮은 값을 나타

내고, 위도 50o의 내륙의 습윤한 지역에서 양수를 나

타내는 등 두 위성이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또한,

BTD에서 나타났던 특성과 마찬가지로 지표면 특성에

의해 주간에 비해 야간의 BBTD가 더 낮게 산출되었

고, MTSAT의 분광해상도가 낮아 MTSAT의 BBTD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2.2.3. 황사지수 (Yellow Sand Index, YSI) 및 검증

황사지수는 앞서 산출 된 2.2.1의 BTD와 2.2.2의

BBTD의 차를 이용한다. 관측된 11과 12 µm의 밝기 온

도 차에서 청정 대기 상태에서 기대되는 배경 11, 12 µm

밝기온도 차이를 빼면 BTD만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

는 지표면 특성에 의한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하지

만 고비사막의 강한 황사 신호는 뚜렷하게 사라졌으

나 여전히 이 지역이 음수로 나타났고, BTD에서 황

사로 나타나지 않던 지역까지 황사신호가 나타났다.

이것은 BBTD 산출을 위해 사용했던 15일 BTD 평균

값과 황사가 있는 날 그 지역의 실제 청정화소 BTD

Fig. 4. The distribution of MODIS YSI on 1 March 2008 in

daytime.

Fig. 5. (a) The distribution of OMI AI on 1 March 2008 in daytime. (b)The scatter plot of MODIS YSI(x) and OMI AI(y) on

the same day and same area, y = 1.34x + 1.42, R
2
= 0.61. (c) The distribution of MTSAT YSI at 0500 UTC on 1 March 2008.

(d)The scatter plot of MODIS YSI(x) and MTSAT YSI(y) on the same day and same area, y = 1.32x−0.60, R2=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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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BBTD가 가지

는 오차인데, 오차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육지나 해

상에 관계없이, 또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황사를

관측 할 수 있는 OMI AI와의 검증을 이용하였다.

홍성재 등 (2010)은 OMI AI와 보정된 BTD를 이용

해서 정의한 MTSAT YSI의 검증을 통해, −0.5 이하

의 지점을 황사 화소로 정의하였을 때 두 자료의 황

사지점이 잘 일치함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OMI AI

와 MODIS YSI와의 비교에서도 −0.5를 경계값으로

지정해 주었더니, Fig. 4의 MODIS YSI와 Fig. 5(a)의

OMI AI와 같이 두 위성의 황사 산출물이 중국 산둥

성 지역과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가지며 남서

쪽으로 퍼지는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또한, BTD만을

이용했을 때 지표 특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고비사막의 황사신호는 OMI AI에는 나타나지 않아

잘못된 신호였으며, 이것이 BBTD와 경계값의 적용으

로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b)는 격자를

0.5ο

× 0.5o로 동일하게 처리하여 같은 지점을 비교한

MODIS YSI와 OMI AI의 상관관계 그래프이다. OMI

의 낮은 공간해상도로 인해 비교 가능한 지점의 개수

가 많지는 않았지만 MODIS YSI와 OMI AI의 상대

적 적합도가 0.61로 두 값 사이의 관계가 의미 있게

나타났다. 두 값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센서가 사

용하는 파장대가 다르며 OMI의 공간 해상도가 매우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MODIS에서 산출된 YSI는 Fig. 5(c)의 MTSAT YSI

와도 거의 유사하다. 두 위성은 서로 다른 구름 제거

방법을 사용하지만, 동일한 황사지수 산출 방법을 적

용하였다. 앞선 항목에서 살펴 보았듯이 MODIS에 비

해 MTSAT의 BTD와 BBTD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편

차가 크기는 했지만, BTD와 BBTD의 차로 황사지수

를 계산 하기 때문에 두 위성의 황사지수 산출물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

해 Fig. 5(d)의 동일격자에서의 MODIS YSI와 MTSAT

YSI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두 지수의 상대 적합도가

0.61로 두 지수가 유의한 관계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BBTD를 통해 두 위성 모두 사막에서 나타나는 잘못

된 황사신호를 보정할 수 있었다. 

적외채널은 자외선, 가시광선과는 달리 지표에서 방

출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므로 태양복사가 발생하지 않

는 야간에도 관측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Fig. 6은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2008년 3월 2일의 야간에 산

출된 MTSAT, MODIS 두 위성의 황사지수이다. 두 위

성 모두 동일 지점에서 황사를 탐지하고 있다. 따라

서 정지궤도 위성의 BBTD를 이용해 황사를 탐지하

는 방법을 극궤도 위성인 MODIS에 적용시켜도 주간

과 야간에 효과적인 황사탐지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위성에서 황사 신호가 나타나는 지역과 농

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며, 황사 발원지에서

여전히 약한 황사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BTD와 BBTD가 위성의 해상도와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주간과 야간, 육지

와 해양, 계절에 따라 적절한 경계값을 찾기 위한 연

구가 수반된다면 개선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3. 사례연구

3.1. 봄 황사: 2006년 4월 8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적외채널 BBTD를 여러 사례

에 적용해 보았다. 다음은 2006년 4월 7일에서 9일에

걸쳐 한반도에 발생한 봄철 황사이다. 이 황사는 내

몽골에서 발달한 작은 규모의 저기압 후면과 몽골에

중심을 둔 고기압 사이 강한 기압경도력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발생하여 만주, 한반도를 거쳐 일본 동남부로

빠져나갔다 (조창범 등, 2007). 이 영향으로 4월 7일

1600 LST에 인천에서 북서쪽으로 191 km 떨어진 서

해안 백령도의 지상관측소에서 약한 황사가 관측 되

었고, 4월 8일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 먼지 농

Fig. 6. (a) The distribution of MTSAT YSI at 1833 UTC and (b)MODIS YSI in nighttime on 02 Marc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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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증가하여 한반도 전역에 나타났다. 지상관측소

의 PM10 최고 농도는 8일 2000 LST에 백령도에서 기

록한 2371 µg m
−3였고, 이 황사는 한반도 여러 지역에

서 48 이상 지속 되어 9일 1700 LST 경에 종료 되었다.

Fig. 7(a)는 이 날의 BTD 산출결과이다. 동아시아

전역에 구름이 분포 하고 있으며, 고비 사막 근처에

황사로 예상되는 음수의 BTD값이 관측 되었다. 이와

같은 음의 BTD 값은 한반도와 동해, 그리고 일본의 시

마네, 돗토리 현까지 띠를 이루며 나타났다. Fig. 7(b)

는 이 날의 BBTD를 보여주고 있다. BBTD는 2008년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증기가 많은 육지와 해양에

서 양수값을 가지며, 고비사막과 중국내륙의 건조한

지역에서는 음수값을 가진다. 황사일의 BTD에서 배경

밝기온도차인 BBTD를 감산한 뒤 산출되는 Fig. 7(c)

의 YSI를 보면, 일본의 돗토리 현을 중심으로 한반도

의 중부지방과 북한의 함경북도에 이르는 두 갈래의

띠를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봄철 황사와 마

찬가지로 고비사막의 강한 음수값들은 지표면 특성에

기인한 잘못된 황사신호였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Fig. 7(d)의 MTSAT YSI와 일치한다.

3.2. 가을 황사: 2005년 11월 6일

황사의 경우 봄철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다

른 계절에도 간혹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

법의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가을에 발생한 황사에 대

해서도 적용해 보았다. 김학성 등 (2009)에 의하면,

2005년 11월 5일 0900 LST에 몽골 남부에 위치한 고

비 사막의 한랭전선 후면에서 강한 모래 폭풍이 발생

했다. 이 황사는 5일 1500 LST에 몽골 동부와 내몽

골의 서부에 도달하였으며, 6일 0900 LST에 한반도

로 진입했다. 6일 Aqua 위성이 한반도를 지나간 1400

LST의 지상관측 PM10 농도는 백령도 1238 µg m−3로

11월 8일까지 지속된 황사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했고,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격렬비도에서도 311 µg m−3로

황사가 나타났다. 이 황사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

한 강도를 나타낸 뒤, 11월 8일 고산을 마지막으로 종

료되었다. 

Fig. 8(a)는 BTD 산출결과를 보여준다. 앞선 사례들

과 마찬가지로 고비사막에서 강한 황사신호가 나타났

으며, 중국의 베이징과 내몽골의 넓은 부분에서 구름

이 없음을 의미하는 음수를 띄었다. 또한, 이 음의 값

이 우리나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라오닝, 지린

성까지 띠를 이루며 나타났다. Fig. 8(b)는 본 연구에

서 도입한 청천화소 BBTD이미지이다. 고비 사막에서

강한 음수, 동중국해와 태평양에서 강한 양수를 나타

내는 등 2006년, 2008년의 경우와 유사한 BBTD 분

Fig. 7. The distribution of (a) MODIS BTD between 11, 12 µm, (b )MODIS BBTD, (c) MODIS YSI in daytime, and (d)

MTSAT YSI at 0433 UTC on 08 Apri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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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고비사막 지역을 제외한 대

부분의 영역에서 양수 값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가을

의 온도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Fig. 8(c)는

BBTD를 적용한 후 산출된 YSI이다. 중국의 허난 지

역에서 최대 0.5~1.0 에 해당하는 약한 황사신호가 관

측되었고, 산둥 지역과 서해안에서 1.0~1.5에 해당하

는 황사신호가 관측되었다. 또한, 라오닝과 지린성을

통과 하는 황사 띠도 관측되었다. Fig. 8(d)는 동일 시

간대에 관측된 OMI AI이다. 이 날의 OMI AI 최대

값은 2.68으로 그 농도가 앞선 사례들에 비해 낮게 나

타났고, MODIS YSI에서도 2이상의 강한 황사는 관

측되지 않았다. OMI의 해상도가 낮지만 두 위성이 동

일 영역에서 황사를 관측하고 있으므로 MODIS BBTD

를 이용한 황사탐지가 봄 황사뿐만 아니라 가을 황사

에도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정지궤도 위성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된 BBTD 황

사탐지 방법을 극궤도 위성인 MODIS에 적용시켜 보

았다. 대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는 각 파장에 대한 흡

수와 산란 정도가 다른데, 황사는 12 µm보다 11 µm

에서 더 많은 흡수가 일어나 BTD값이 음수를 가지는

반면, 수증기는 그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 BTD값이 양

수를 갖는다. 하지만 BTD는 대기의 상태뿐만 아니라

지표면 특성도 반영되어, 황사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

내륙의 사막지역에서 고정적으로 잘못된 황사 신호가

발생하고, 야간에 구름이 없는 육지에서 황사신호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황

사발생 당일, 대기에 어떠한 부유물질도 존재하지 않

는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되는 청정화소의 밝기온도차

BBTD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름을 제거한

화소에서 11과 12 µm 각각의 15일 평균 밝기온도차

를 BBTD로 정의 내렸다. 이 값을 황사발생일의 BTD

에서 감산한 뒤, OMI AI와의 검증을 통해 도출 된

경계값을 이용하여 황사지수인 YSI를 구했다. 

위 방법을 극궤도 위성인 MODIS에 적용시킨 결과,

정지궤도 위성 MTSAT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

점이 나타났다. BTD 산출 결과, 두 위성 모두 고비

사막 지역에서 고정적인 황사신호가 나타났고, MTSAT

BTD가 더 작은 값의 음수, 더 큰 값의 양수를 가

졌다. 이러한 차이는 두 위성의 해상도와 중심 파장

차이 때문으로 사료된다. BBTD는 고비 사막과 중국

의 건조한 내륙 지역은 음수, 동중국해와 태평양은 양

수를 나타내는 등 비슷한 배치를 보였다. 두 위성은

서로 다른 구름 제거 방법을 사용하고, MODIS에 비

Fig. 8. The distribution of (a)MODIS BTD between 11, 12 µm, (b)MODIS BBTD, (c) MODIS YSI, and (d)OMI AI on 6

November 2005 in da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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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MTSAT의 BTD와 BBTD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편

차가 큰 차이를 가지지만 각 위성의 BTD와 BBTD의

차로 황사지수를 계산 하기 때문에 두 위성 YSI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BTD에서 지속적으

로 나타났던 고비사막의 고정된 황사신호도 효과적으

로 제거되었다. OMI AI와 MODIS, MTSAT의 비교에

서도 황사 탐지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의 산출물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공간 해상도가 낮은 OMI의 자외선 영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야간에도 사용 가능한 MODIS 적

외채널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황사의 이동경로 예측

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MTSAT에

만 적용하던 BBTD를 이용한 적외채널 황사탐지를 공

간 및 분광해상도가 높은 MODIS에도 적용 가능하므

로 민감도 높은 황사탐지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봄철 황사 사례로 2008년 3월 1일과 2일의 주·야

간, 2006년 4월 8일, 그리고 가을 황사 사례로 2005년

11월 6일을 분석하였다. 지표면 특성은 태양 천정각

과 계절에 따라 변하므로 봄철과 가을철에 나타난

BBTD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OMI AI와 비교한

결과, BBTD를 이용한 황사탐지가 가을 황사에도 적

용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OMI AI

값이 크게 나타난 곳에서 MODIS YSI도 크게 산출되

었고, OMI AI값이 작은 곳에서 MODIS YSI도 작게

산출되는 경향을 볼 때, 이 지수를 통해 황사의 강도

또한 측정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 및 검증 된 극궤도 위성을 이용

한 적외채널 황사탐지를 현업에 적용시킨다면, 지상

관측이 불가능한 해상의 황사농도도 추정이 가능하

다.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사막화의 확대

로 한반도에서는 여름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황사가

탐지 되고 있는데, 계절에 관계없이 지속적이며 광범

위한 관측이 가능한 위성 관측을 통해 황사의 이동

경로 예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시·공간

적으로 연속적 관측이 가능한 정지궤도의 장점에, 다

양한 채널을 보유하며 공간·분광해상도가 높은 극

궤도 위성의 장점을 잘 융합한다면, 민감도 높은 황

사지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황

사 발원지에서 약한 황사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으

며 두 위성의 YSI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주간과 야간, 육지와 바다, 태양천정각, 위성천정각,

위경도에 따른 세부적인 경계값 조정연구가 더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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