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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s of elliptical shape of Asian dust particles

on the estimation of aerosol optical depth by implementing T-matrix method into WRF/Chem

Dust Model. The phase function calculated by assuming elliptical particle shape near 110~160o

of scattering angle showed about 20 times larger than that calculated by assuming spherical

particle shape. Significant difference of extinction efficiency was found with an increase of size

parameter and aspect ratio. From the simulations of two Asian dust events occurred on 1 April

2007 and 16 March 2010, we found that the difference of extinction efficiency between elliptical

and spherical particle shape was about 5~8%. The aerosol optical depth calculated by assuming

elliptical particle shape with 1.6, 1.4 and 1.2 of aspect ratio was about 4.0 ± 0.5%, 2.0 ± 0.2%,

and 1.0 ± 0.1% larger than those estimated by assuming spherical particl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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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황사는 태양 및 지구 복사의 흡수와 산란을 통하여

지표면을 냉각하거나 대기를 가열하는 등 지구 복사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전 지구 또는 지역

규모의 황사 발생량 산정과 연관된 광학적·복사적

특성 산출이 어려워 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Sokolik

and Toon, 1996; Miller and Tegen, 1998; Uno et al.,

2004; IPCC, 2007; Yue et al., 2010).

황사의 광학적 특성 및 복사 효과를 모의하기 위해

서는 보다 정확한 황사 배출량의 모의뿐만 아니라, 황

사 입자의 크기 분포, 굴절률, 모양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Tengen and Lacis, 1996; Claquin et al.,

1998; Liao and Seinfeld, 1998; Nousiainen, 2009;

Zhang et al., 2010; Zhao et al., 2010). 특히, 토양 기

원의 황사는 불규칙한 비구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산란 효과를 적절히 고려해야만 한다 (Okada

et al., 1987; Buseck and Posfai, 1999; Gao and

Anderson, 2001; Koren et al., 2001; Muñoz et al.,

2001; Reid et al., 2003). 예를 들어, Wang et al.

(2003)과 Dobovik et al. (2002)은 위성 자료로부터 에

어러솔 광학적 두께 (aerosol optical depth) 산출 시

구형의 입자가 아닌 비구형의 입자 형태를 가정한

경우, 지상에서의 관측 자료와 더 잘 일치함을 제시

한 바 있다. 

대부분의 지역 또는 전지구 규모의 황사 모델의

경우, 황사 입자를 균질한 구형으로 가정한 미산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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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Mie scattering theory)에 근거하여 황사의 광학적

특성 및 복사 효과를 산정하고 있다 (Chin et al., 2002;

Nousiainen, 2009). 그러나, 보다 실제적인 황사의 복

사 효과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비구형의 황사 입자 형

태를 고려한 광학 특성 계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WRF/Chem (Weather Research

Forecasting with Chemistry) 기반 황사배출모델을 이

용하여 타원형의 황사 입자에 의한 산란 효과를 모의

하여 입자의 비구형성이 에어러솔 광학적 두께 산출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황사 입자의 비구형성

을 고려하기 위해 Mishchenko and Travis (1998)에 의

해서 개발된 T-matrix 방법을 WRF/Chem 기반 황사

배출모델에 접합하여 타원형을 가정한 황사의 광학적

특성을 모의하였으며, 이를 구형의 입자를 가정한 미

산란이론 적용 결과와 비교, 고찰하였다.

2. 연구방법

WRF/Chem (Weather Research Forecasting with

Chemistry) 모델은 중규모기상 모델인 WRF에 화학

모듈이 접합된 모델로, 기체 및 에어러솔의 배출,

이동, 침적, 화학반응, 광분해, 복사와 같은 다양한 물

리·화학적 과정의 모의가 가능하다. Shao (2004)는

큰입자가 바람에 의해 구르는 과정에서 파인 땅의 부

피를 계산하는 saltating bombardment 방법과 뭉쳐진

토양입자가 깨져서 생기는 aggregates disintegration 방

법을 통해 황사배출량을 계산하는 산정식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Shao (2004)가 제안한 황사

배출량산정식에 근거하여 개발된 WRF/Chem 기반 황

사배출모델 (Kang et al.,2011)의 황사 배출량 산정 결

과를 이용하였으며, 미산란이론과 T-matrix 방법을 이

용해 각각 구형과 타원형입자의 산란을 모의해 보

았다. WRF/Chem 내 광학 모듈에서 사용하고 있는 황

사 입자의 크기분포는 0.05859375 µm부터 7.5 µm의

평균직경을 가진 8개의 구간 (bin)으로 나누어져 있고

(Fast et al., 2006), 각 구간에 대한 수농도는 Osborne

et al. (2008)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 계산하였다. 황

사 사례시에 빈번히 볼 수 있는 입자 분포 형태인 미

세 (fine) 모드와 조대 (coarse) 모드를 나타낼 수 있

도록 각각 0.63 µm, 2.25 µm의 평균과 2.2, 1.73의 표

준 편차를 가지는 두 개의 로그 정규 분포의 조합으

로 하여 두 모드가 전체 질량에 대해 0.13과 0.87의

비율을 가지도록 가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WRF/Chem (version 3.2)

은 기본적으로 에어러솔의 광학 특성 계산 시 황사를

포함한 에어러솔을 구형으로 가정하는 Mie 이론을 바

탕으로 하므로, 황사 입자의 비구형성을 고려하기 위

해서 Mishchenko and Traivs (1998)에 의해서 개발된

T-matrix 방법을 접합하였다. T-matrix는 입사되는 빛

의 산란 계수와 입자에 의해 산란되는 파장에 대한

산란 계수와의 상관관계를 결정짓는 벡터함수로, 입

사된 빛을 산란시키는 입자의 굴절률, 크기, 모양와

같은 물리적, 기하학적 특성을 통해 계산되며 특정 입

자에 대해 계산된 T-matrix를 이용하여 산란단면적

(Scattering cross section), 소산단면적 (Extinction cross

section)과 같은 광학 특성을 구해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황사 입자의 모양을 회전타원체로 가정하였

으며, 회전타원체의 회전축에 대한 수직 성분 축의 비

인 종횡비 (aspect ratio, 이하 AR)를 통해 입자의 비

구형 정도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kada et al.

(2001) 등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1.0~1.6의 종횡비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matrix 방법을 접합한 WRF/Chem

기반 황사배출모델을 이용하여 2007년과 2010년 발

생한 황사 사례를 모의하였다. 모의 영역은 한국, 중

국 및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평 격

자 (30 km 간격)는 가로 190개, 세로 120개이며, 연직

으로는 총 27층으로 구성하였고, 모형 상한을 50 hPa

로 설정하였다. 초기 자료와 경계 자료는 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에서 제공되는 격

자 간격 1
o
× 1

o 해상도의 재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3. 입자 형태에 따른 위상함수 및 산란효율

구형방법과 타원형방법 적용을 통한 입자 형태에

따른 빛의 산란 각도와 강도 차이는 위상함수 (phase

function)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입사되는 빛과 산

란되는 빛의 전자기파 성분간의 관계를 다음 식 (1)

과 같이 정의할 때 (Stokes, 1852), P11(Θ)성분이 위상

함수에 해당된다.

(1)

여기서 Θ는 산란각도 (scattering angle), P(Θ)는

scattering phase matrix, I 성분은 산란되는 빛의 강도

변화를 나타내며 Q, U, V 성분은 빛의 편광과 관련

된 요소이다.

위상함수는 빛의 파장, 굴절률, 입자크기, 비구형 정

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타원형에 대한

비구형 정도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을 동일하게 가정

하여 입자의 모양에 따른 위상함수의 차이를 살펴보

았다. Fig. 1(a)는 OPAC (Optical Properties of Aeros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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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louds; Hess et al., 1998) 에서 실제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황사의 굴절률 1.53 + 0.0078i (500 nm)

을 이용하여 계산한 위상함수를 그린 것이다. 타원형

입자를 가정한 경우(종횡비 = 1.6), 산란 각도가 15
o
 부

근과 약 110o에서 160o 사이에서 타원형 입자에 의한

산란강도가 구형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났으며, 특히 150o와 160o 사이에서 그 차이가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Fig. 1(b)는 종횡비를 1.2, 1.4 그리

고 1.6으로 적용시킨 결과를 구형 입자모양을 가정한

경우의 결과와 비교하여 백분율 차이로 나타낸 것

이다. 입자의 비구형 정도가 증가할수록 (즉, 종횡비

가 커질수록) 위상함수의 차이가 컸으며, 앞서 언급하

였듯 산란각이 15o 부근과 110~160o 사이일 때 그 차

이가 최대 20배가량 나타났다. 

Fig. 2(a)는 입자의 크기에 따른 에어러솔 소산효율

(aerosol extinction efficiency)을 그린 것으로, 타원형

입자모양을 가정한 경우 (종횡비 = 1.0), Fig. 1(a)과 마

찬가지로 구형 입자모양을 가정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종횡비가 1.6인 경우에는 입

자의 직경이 0.9 µm 이상일 때 소산효율의 차이가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구형입자를 가정한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타원형 입자모양을 가정하여 산출된 에어러

솔 소산효율에서 종횡비가 1.2, 1.4, 1.6인 경우 각각

1.5 ± 2.8%, 2.0 ± 3.5%, 3.5 ± 5.8% 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Fig. 2(b)). 또한, 입자의 직경이 0.9 µm 이

상인 상대적으로 큰 입자의 경우 그 차이는1.8 ± 3.3%,

3.3 ± 4.0%, 6.6 ± 6.5%로 전체 평균에 비해 크게 나타

났다. 즉, 구형의 입자를 고려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타원형입자의 종횡비가 커질수록 소산효율의 차이가

커지며,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그 차이는 증가하여 나

타났다. 

4. 사례 및 토의

4.1. 황사 사례 선정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 라이다 측정 자료로부터 뚜렷

Fig. 1. (a) Comparison of scattering phase functions

calculated by assuming spherical (SP) and elliptical (EL)

particle shape (1.6 of aspect ratio) with reflective index of

1.53 + 0.0078i at 500 nm, and (b) the percent difference (%)

of phase function between spherical and elliptical particle

shape ([EL-SP] × 100/SP). 

Fig. 2. (a) Comparison of extinction efficiency computed by

assuming spherical (SP) [AR = 1.0] and elliptical (EL)

[AR = 1.6] particle shape with reflective index of

1.53 + 0.0078i at 500 nm, and (b) the percent difference (%)

of extinction efficiency between spherical and elliptical

particl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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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황사층을 관측할 수 있었던 2007년 4월과 2010년

3월의 황사 사례의 모의를 통하여 입자의 형태가 에

어러솔 광학적 두께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Fig. 3은 2007년 4월 1일과 2010년 3월 16일의

황사 사례 시 850 hPa 및 500 hPa일기도로, 2007년 3월

30일에 황사 발원지인 몽골의 동쪽에 저기압이 위치

해 있으며 이 저기압의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된

황사가 중충의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었다.

2007년 4월 1일 서울에서는 1000 g m−3이상의 고농도

PM10농도가 관측되었다. 2010년 봄철 역시 2007년과

Fig. 3. The weather charts on 850 hPa and 500 hPa (a) from 31 March to 1 April 2007, and (b) from 14 March to 16 Mar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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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종관 패턴을 보이며, 3월 14일 몽골에서 발원

한 황사가 강한 편서풍을 타고 3월 15일에 우리나라를

거쳐 3월 16일 일본으로 이동했다. 2010년 3월 16일

의 황사 사례는 2007년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황사 사

례로서 500 g m−3 이하의 PM10 농도가 전국적으로 관

측되었다. 

모델을 통해서 산출된 광학 성분을 관측 자료와 비

교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 운용중

인 라이다 측정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

정된 532 nm 파장에서의 에어러솔 소산계수 중에서

황사 발생시 에어러솔 소산계수만을 이용하여 모델에

서 계산한 500 nm 파장에서의 소산계수와 비교, 분석

해 보았다. 제공된 자료는 소산계수를 계산함에 있어

기준고도를 6 km로 설정하였고, 후방산란계수에 대한

소산계수의 비를 나타내는 라이다 비는 동아시아 황

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Yoon et al. (2008) 등 과거 연

구에서 사용된 50 sr 을 고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

였다.

4.2. 연직 분포 특성

Fig. 4(a)는 서울에서 관측된 지표면 PM10질량농도

와 모델에서 모의된 PM10질량농도를 그린 것으로

2007년 4월 1일 황사 사례의 경우 황사의 발생 시간

및 그 농도 변화에 있어서 모델과 관측 결과가 유사

하나, 2010년 3월 15~16일 사례의 경우 모델이 황사

농도를 과대 모의하고 있으며, 이는 모델이 황사 발

원지에서의 풍속을 과대 모의함에 따른 황사 발생량

의 과대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에어

러솔 광학적 두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의

황사 질량 농도뿐만 아니라 연직 분포가 중요하므로,

Fig. 4. (a) Comparison of observed (solid line) and modeled (dashed line) PM10 (µg m−3) mass concentrations at Seoul from 05

UTC on 31 March to 08 UTC on 1 April 2007 (left panel), and from 14 UTC on 15 March to 06 UTC on 16 March 2010 (right

panel). Time-height cross-section of (b) modeled dust concentration (µg m
−3

) and (c)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observed by

ground-based lida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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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모의된 황사 농도의 연직 분포를 서울

대학교 캠퍼스 내에 설치, 운용 중인 라이다 측정 결

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Figs. 4(b)와 4(c)는 모델에서

모의된 황사 질량 농도와 라이다 자료의 편광도

(depolarization ratio)의 연직분포를 그린 것으로, 모델

에서 모의된 황사의 연직 분포 변화 경향이 상대적으

로 높은 황사 농도를 모의한 시간대 및 고도에 대해 라

이다 관측 자료와 비교적 유사함을 볼 수 있다. 2007년

봄철 황사 사례의 경우 라이다 자료를 통해 약 2 km

이하 고도에서 황사층이 존재하고 있으며, 편광도는

특히 고농도 PM10이 관측되었던 3월 31일 22 UTC에

서 4월 1일 02 UTC 사이에 약 1.5 km 부근에서 0.3

Fig. 5. Comparison of modeled and observed extinction coefficient profiles (left panel) and the percent difference (%) of

extinction coefficient between elliptical (EL) [AR = 1.6] and spherical (SP) particle shape (right panel) on (a) 31 March 2007

and (b) 15 Mar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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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도로 높게 관측되었다. 모델에서는 3월 31일

21 UTC에서 4월 1일 01 UTC사이에 1.5 km 부근에

서 3000 g m−3 이상의 강한 농도는 라이다 관측과 유

사하지만, 약 1.5 km 에서 2.5 km사이에 나타나는 고

농도 황사층은 과다 모의되었다. 2010년 3월 16일 황

사 사례의 경우, 모의된 황사가 100 g m
−3

 이상의 농

도를 보이는 구간은 3월 15일 16 UTC에서 06 UTC

사이로, 라이다의 편광도가 0.1 (10%)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는 황사층과 유사하게 약 1~1.7 km사이에서 나

타났다. 한편 라이다를 통해 관측된 편광도는 3월 15일

14 UTC에서 03 UTC 사이에 약 0.2의 값을 연속적으

로 보이는 반면, 모델에서 모의된 황사는 15일 23

UTC 이전에 비교적 약한 황사가 나타났다가 15일 23

UTC에서 16일 05 UTC 사이에 최대 수치를 보였다.

Fig. 6. Aerosol optical depth calculated by assuming elliptical particle shape at (a) 15 UTC on 31 March (upper), 03 UTC on 1

April (middle), and 15 UTC on 1 April 2007 (bottom), and (b) 12 UTC on 15 March (upper), 00 UTC on 16 March (middle),

and 12 UTC on 16 March 2010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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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a)의 왼쪽 그림은 2007년 3월 31일 09 UTC

에서 18 UTC 사이에 라이다에서 관측한 에어러솔 소

산계수와 동일 시간대에 타원형 입자모양을 가정하여

산출된 에어러솔 소산계수의 평균 프로파일이며, 입

자의 형태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형과 타

원형 입자모양을 가정하여 계산된 소산계수의 차이를

구형 입자모양을 가정한 결과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

하여 Fig. 5(a)의 오른쪽 그림에 나타내었다. 모델에서

Fig. 7. Same as Fig. 6, except for infrared difference dust index (IDDI) images from MTSAT-1R (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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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소산계수는 약 0.7 km 부근에서 약 0.6 km
−1

로 최대값을 보인 반면 관측값은 약 1.1 km에서 약

0.8 km−1 로 나타났다. 한편, 입자의 형태에 따른 차이

는 타원형 입자모양을 가정하여 계산된 소산계수가

구형 입자모양을 가정한 경우의 계산 결과와 비교하

여 최대 0.05 km
−1

 (약 8%) 크게 나타났다. 특히 1 km

이하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산계수를 보이는 구간에서

입자 모양에 따른 소산계수의 절대값 및 백분율의 차

이가 크게 나타났다. Fig. 5(b)는 Fig. 5(a)와 동일한 방

식으로 2010년 3월 15일 22 UTC에서 16일 05 UTC사

이에 시간 평균된 에어러솔 소산계수를 그린 것으로,

관측된 에어러솔 소산계수는 약 1 km 부근까지 점차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모델에서

도 이러한 경향을 유사하게 모의하나, 모델의 에어러

솔 소산계수 값이 낮게 나타났다. 2010년 봄철 황사

사례에서도 2007년 사례와 동일하게, 타원형 입자모

Fig. 8. Same as Fig. 6, except for percent difference (%) of aerosol optical depth between elliptical (EL) [AR = 1.6] and

spherical (SP) particl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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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가정한 경우 소산계수가 구형 입자모양을 가정

한 경우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고, 소산계수가 최대

가 되는 약 1 km 부근에서 0.008 km−1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즉, 대기 하층의1.5 km 구간 내에서 약 5%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 5(a)와 유사하게

비교적 소산계수가 높은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큰 경향을 보였다.

4.3. 에어러솔 광학적 두께

Figs. 6(a)와 6(b)는 본 연구에서 모의한 황사 사례

기간 중에 가장 고농도 PM10농도가 관측된 시간인

2007년 4월 1일 03 UTC와 2010년 3월 16일 00 UTC

를 기준으로 하여 12시간 전후의 에어러솔 광학적 두

께 (500 nm)를 그린 것이다. 2007년 황사 사례 시, 4월

1일 우리나라 중부를 중심으로 약 1이상의 높은 광학

적 두께가 모의되었으며 이는 4월 1일에 동해를 거쳐

일본 열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 황사 사

례 시, 1.6 이상의 높은 광학적 두께가 모의된 지역은

우리나라 서해상에 국지적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남

해상으로 확산되면서 빠르게 소멸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반도 주변에 나타나는 에어러솔 광학적 두께의 분

포는 MTSAT (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에

서 관측된 황사지수 (IDDI, Infrared Difference Dust

Index) 자료를 통해 유사하게 모의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7). 입자의 형태에 따른 황사의 광

학적 두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Fig. 6과 동일한

시간에 각각 구형과 타원형 입자모양을 가정하여 계

산된 광학적 두께의 차이를 구형 입자모양을 가정하

여 산출된 광학적 두께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여 수

평 분포를 살펴보았다 (Fig. 8). 두 황사 사례의 경우

모두 백분율의 차가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타원형 입

자모양 가정에 의한 황사의 광학적 두께가 구형 입자

모양 가정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모의되었다. 특히 광

학적 두께가 약 0.03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

으로 약 3%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살

펴본 기간의 경우 우리나라 주변과 같이 고농도 황사

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 5%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입자의 비구형성 정도에 따른 광학적 두께의 차이

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타원형 입자모양을 가정한 경

우에 종횡비를 달리 적용하여, 황사의 광학적 두께를

산출하였다. Table 1은 황사에 의한 효과만을 살펴보

기 위해서 모델에서 모의된 영역 내에 광학적 두께가

0.05 이상인 지역에서 구형과 타원형 입자모양을 가

정하여 계산된 광학적 두께 차이의 백분율을 비교하

여 나타낸 것으로, 두 황사 사례에 대해서 종횡비가

1.2, 1.4, 1.6일 때 오차는 각각 약 1.0 ± 0.1%, 2.0 ±

0.2%, 4.0 ± 0.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종횡비가 커

질수록 구형과 타원형 입자모양을 가정하여 산출된

에어러솔 광학적 두께의 차이가 증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T-matrix 와 Mie 방법을 이용해 입

자가 각각 구형과 1.2 에서 2.4의 종횡비를 가진 타원

형인 경우에 위상함수 및 단산란면적, 단흡수면적과

같은 산출된 에어러솔의 광학적 특성의 차이가 평균

적으로 약 3% 이내이며, 10%를 초과하지 않음을 보

인 Mishchenko et al. (1997)의 결과와 유사하다.

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황사 입자의 비구형성을 고려하기

위해 Mishchenko and Travis (1998)에 의해서 개발된

T-matrix 방법을 WRF/Chem 기반 황사 배출 모델에

접합하여 타원형을 가정한 황사 입자에 의한 산란 효

과를 모의하고, 입자의 비구형성이 에어러솔 광학적

두께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타원형 입자모양을 가정한 경우에 비구형 정도는

종횡비를 1.0 에서 1.6 까지 0.2 간격으로 주어 가정

하였으며, 구형과 타원형 입자모양을 가정하여 계산

된 광학적 특성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입자 형태

에 따른 위상함수는 타원형 입자모양을 가정한 경우

(종횡비 = 1.6), 산란강도가 구형 입자모양을 가정한 경

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

횡비가 1.6 일 때 구형의 150o와 160o 사이에서 그 차

이가 최대 20배 (약 2000%) 가량 나타났다. 입자의

형태에 따른 에어러솔 소산효율의 차이는 입자의 크

기와 비구형 정도가 클수록 증가하였고, 타원형 입자

모양을 가정한 경우에 종횡비가 1.2, 1.4, 1.6 일 때

각각 1.5 ± 2.8%, 2.0 ± 3.5%, 3.5 ± 5.8% 의 차이를 보

였다.

형태에 따른 광학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2007년과 2010년 봄철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

제 황사 사례를 모의해보았다. 관측된 서울에서의 PM10

질량 농도 및 라이다 자료를 통해 황사가 발생한 시

간에 따라 모델에서 모의된 황사의 지상 및 연직적

PM10질량농도가 관측과 유사함을 볼 수 있었고, 구형

과 타원형 입자모양을 가정하여 모의된 소산계수는

관측에 비하여 그 값은 다소 작았으나 고도에 따라

유사한 분포 양상을 보였다. 두 황사 사례 모두 타원

Table 1. Comparison of aerosol optical depths calculated by

assuming spherical (SP) and elliptical (EL) particle shape for

two dust cases.

Aspect ratio 2007 CASE 2010 CASE

1.2 1.00 ± 0.08 % 0.94 ± 0.08 %

1.4 2.00 ± 0.24 % 1.82 ± 0.24 %

1.6 3.95 ± 0.49 % 3.56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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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입자모양을 가정하여 산출된 소산계수는 구형 입

자모양을 가정한 경우에 비해서 높은 값을 보였고, 특

히 소산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약 5~8%

의 차이가 나타났다. 소산계수를 연직으로 적분하여

계산되는 황사의 광학적 두께 또한 타원형 입자모양

을 가정하여 모의된 광학적 두께가 구형 입자모양 가

정에 의한 값에 비하여 컸으며, 본 연구에서 선정한

황사 사례에서 우리나라 주변과 같이 고농도 황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 5%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타원형 입자모양을 가정한 경우 입

자의 비구형 정도가 증가할수록 (즉, 종횡비가 커질수

록), 구형 입자모양을 가정하여 계산된 광학적 두께와

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구형과 타원형 입자모양을 가정하여

산출된 소산계수 및 광학적 두께 차이는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약 8% 이내로 그 차이가 미미하지만, 상대

적으로 고농도 황사가 발생한 경우 모의된 에어러솔

광학적 두께는 타원형 입자모양 가정인 경우가 구형

입자모양을 가정한 경우에 비하여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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