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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have found an error in the operational OMI HCHO columns, and corrected it by
applying a background parameterization derived on a 4th order polynomial fit to the time series of monthly
average OMI HCHO data. The corrected OMI HCHO agrees with this understanding as well as with the
other sensors measurements and has no unrealistic trends. A new scientific approach, statistical analyses
with EOF and SVD, was adapted to reanalyze the consistency of the corrected OMI HCHO with other
satellite measurements of HCHO, CO, NO2, and fire counts over Africa. The EOF and SVD analyses
with MOPITT CO, OMI NO2, SCIAMAHCY, and OMI HCHO show the overall spatial and temporal
pattern consistent with those of biomass burning over these regions. However, some discrepancies were
observed from OMI HCHO over northern equatorial Africa during the northern biomass burning seasons:
The maximum HCHO was found further downwind from where maximum fire counts occur and the
minimum was found in January when biomass burning is strongest. The statist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influence of biogenic activity on HCHO wasn’t strong enough to cause the discrepancies, but it is
caused by the error in OMI HCHO from using the wrong Air Mass Factor (AMF) associated with biomass
burning aerosol. If the error is properly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biomass burning is the strongest
source of HCHO seasonality over the reg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statistical tools are a very
efficient method for evaluating satelli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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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현재 NASA에서 제공되는 operational OMI HCHO 관측 값에서 에러를 발견하여,월평

균 HCHO 자료의 시계열에 4 차 다항식을 피팅함으로써 구한 배경 모수화(parameterization)값을 이용하

여 OMI HCHO 자료의 보정을 수행하였다. 보정후의 OMI HCHO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지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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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포름알데하이드(HCHO)는 대기 중에서 중요한 산화

제 역할을 하는HOx화학군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미량기체이다. HCHO는 메탄과 아이소프린을 포함

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의 광해리와 OH와의 화

학과정을 통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HCHO

는몇시간의짧은생명주기를가진다(Palmer et al., 2006;

Atkinson, 2000; Pfister et al., 2008; Stavrakou et al., 2009a,

2009b; Dufour et al., 2009a). 대기에서 생명주기가 긴 메

탄은HCHO의 배경 대기량을 조절한다. 대도시 지역에

서, 인간 활동에 의해 생성된 VOC는HCHO 형성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물활동에 의해 방출되는

VOC는 식물생장 발육이 왕성한 계절에는 뚜렷한 증가

를 보이는데 이것은 대부분 아이소프린 성분이다

(Palmer et al., 2003, 2006; Millet et al., 2008; Dufour et al.,

2009b). 지역적으로 HCHO는 생태계화재(Lee et al.,

1997), 자동차의 불완전 연소(de Serves, 1994), 정유 과

정과 식물활동(Kesselmeier and Staudt, 1999; Lathiére et

al., 2006)에서 많은 양이 방출된다. VOC의 방출원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HCHO의 시공간 분포는 전 지

구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크다. Global Ozone Monitoring

Experiment (GOME)은 40×320 km2의공간해상도를가

지는 위성 센서로서, 전 지구 HCHO 분포를 최초로 제

공하였다(Thomas et al., 1998; Chance et al., 2000). 대기

에서HCHO 농도의 증가는 식물의 생명활동에서 발생

하는아이소프린, 생태계화재, 그리고대도시지역의인

간 활동과 관련 있다(Chance et al., 2000; Kurosu et al.,

2008; De Smedt et al., 2008). 위성으로부터 관측된

HCHO는화학수송모델에이용되어다양한VOC 배출

원의 값을 정량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Palmer et al.,

2006). 게다가 대류권 오존과 OH 농도를 결정하는 CO

양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De Smedt et al.,

2008). HCHO의 전량 값(total-column)은 UV-A 복사 분

광의 비선형 최소 자승핏팅(least squares fitting)을 이용하

여 산출된다(Chance et al., 2000). 원래 이 알고리듬은

GOME 관측 값에서 HCHO을 산출하기 위해서 개발

되었지만, 이후의위성센서인SCanning Imaging Absorption

SpectroMeterfor Atmospheric CHartographY (SCIAMACHY)

와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센서에도 적용되

었다. 분광핏팅의결과로HCHO 경사농도(slant column

density)가 결정되면, 모델로부터 계산된 AMF를 이용하

여 HCHO 연직 분포를 산출한다(Palmer et al., 2001;

Kurosu et al., 2008). GOME으로부터 산출된 연직

HCHO는 1) 경사 농도 핏팅, (2) 센서 분광판 보정 그리

고 (3) AMF 계산과관련된오차를포함한다(Palmer et al.,

2006). 산출된 HCHO 관측 오차는 (1) 참조 섹터 방법

(reference sector method)을 이용하여 보정되어야 하는 배

경 농도 값의 위도별 의존성, (2) 사하라와 오스트레일리

아 사막에서 보이는 배경농도 값보다 낮은 값의 발생,

(3) 화학 수송모델에서 예측되지 않은 바다 위에서의

HCHO 발생 등의 영향을 포함한다(Wittrock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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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0.65%/year 경향성을 보였으며 이 수치는 GOME(-0.99%, 1.1%/year)과 SCAIMACHY(-0.92%,

0.03%/year)의 경향성과 유사한 결과이며 적절하게 비정상적인 배경 HCHO 농도의 증가가 제거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자료의 검증과 분석은 EOF와 SVD 통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위성 관측 값과의 (HCHO, CO, NO2 그리고 firecount) 시공간 변동성의 일치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행

되었다. 아프리카에서 MOPITT CO, OMI NO2, SCIAMAHCY 그리고 OMI HCHO의 EOF와 SVD 분석 결

과는 생태계화재(biomass burning)의 시공간 변동성 분포와 매우 높은 일치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OMI

HCHO 관측 값은 화재가 가장 강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풍하측에서 최대 값이 보이며, 화재 발생이 가장 높

은 1월에 다소 낮은 HCHO 값이 보이는 등 시공간적으로 생태계 화제 분포와 차이를 보인다. 이것의 원인으

로 우리는 이 지역의 열대우림의 식물활동(biogenic activity)영향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biomass burning

에어로졸에 의한 잘못된 AMF 계산이 OMI HCHO 산출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한 오차라는 것을 밝혔다. AMF

와 관련된 오차가 적절하게 보정된다면, 아프리카 지역의 HCHO 시공간 변동성은 생태계 화제의 변동성을

따를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적 기법이 위성 자료를 평가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임을 제

안한다.



De Smedt et al., 2008; Stavrakou et al., 2009a).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산출자료를 검증하고 자료가

갖는 오차를 정량화함으로써, 자료로부터 물리화학적

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

다. 일반적으로 위성 관측 값 검증은 지상관측, 화학 수

송모델과의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루어져왔다(Palmer et

al., 2003, 2006; Abbot et al., 2003; Martin et al., 2004;

Wittrock et al., 2006; Kurosu et al., 2008; Stavrakou et al.,

2009a). 그러나 지상관측 값을 이용한 위성HCHO 관측

값의검증은HCHO 지상관측이매우부족하기때문에,

전지구 규모의 위성 관측 값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

렵다. 또한HCHO는 측정 오차가 40-105%로 자료의 불

확실성이 높아 검증이 어렵다(Palmer et al., 2006; Kurosu

et al., 2008). 그러므로 전지구 범위와 계절에 따른 상세

한 HCHO 자료의 평가가 없다면, 위성 관측 HCHO를

이용한 하향식 방법(top-down)을 이용한 아이소프린 배

출량을 결정하려는 시도가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이것

은대기에서의VOC 화학반응에대한이해를어렵게만

들 것이다. 또 다른 위성 관측 값 검증은 여러 위성에서

관측된HCHO 자료들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한 검증이다

(Boersrma et al., 2008 ; De Smedt et al., 2008). GOME과

SCIAMACHY 그리고OMI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해 같

은 계절에서 측정된HCHO의 비교분석은 대부분 지역

에서 전반적으로 세 자료 모두 서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

였지만, 높은HCHO 값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30% 이상

차이를 보였다(Kurosu et al., 2008). 또한 북아프리카 지

역에서OMI HCHO은GOME 자료보다 2-14% 낮게 관

측되었다(Millet et al., 2008). 그러므로 서로 다른 센서에

서 관측된HCHO 자료의 정량적인 비교로는 관측 값의

시·공간적인 특성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증에 이

용하는 것을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위성상호간의 비교 검증을 위해서 새

로운 과학적 접근법을 이용할 것이다. 그 방법은 위성

HCHO 관측 값을 평가하기 위해 경험적 직교 함수

(EOF)와 특이 값 분해 방법(SVD)을 이용하는 것이다

(Kim et al., 2008).이 방법들은 신호와 잡음을 모두 포함

하는 원시자료부터 시공간적으로 가장 뚜렷한 현상을

찾아 내기 때문에대기오염물질들의 계절에 따른 배출

원 변화와 생성 소멸 등의 다양한 화학반응을 고려하여

위성 산출 값을 평가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Kim et

al., 2008). 하지만, 이 방법들은 자료의 공분산 행렬

(covariance matrix)을 특이값(eigenvalue)에 대응하는 서로

독립적인 특이벡터(eigenvector)로 분석하는 수학적인 산

출물이기 때문에 결과 값에 물리적인 의미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각 지점 간 관측 값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대신에,

산출된 특이벡터를 HCHO의 배출원과 다양한 대류권

기체들(MOPITT CO, OMI NO2, ATSR fire count) 간의

화학반응으로 생긴 시·공간 분포를 정성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료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2. 방법과 자료

위성에서 관측되는 복사휘도는 태양광과 지구-대기

시스템의산란, 반사, 그리고방출의결과물이다. 측정된

복사휘도에는 지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지구 물리변

수에 대한 정보와 잡음을 포함하고 있다. 센서에 측정된

신호와 잡음의 비율은 기기 특성과 지구물리 변수량에

뚜렷하게 의존한다. 잡음을 포함한 제한된 크기의 신호

로부터 물리 변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알고리듬이 요구된다. 그러나 위성 관측 자료를 이용한

산출은 무한정 많은 해(ill-posed proble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출 자료의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위성

관측 자료의 검증은 주로 시공간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지상 관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

로 이러한 검증 결과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일치성의 정

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위성으로부터 관

측된 HCHO 자료의 검증 결과도 다양하다. 이와 같이

위성 자료의 검증이 가지는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새로

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이 추구하는 바이다.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은 주어진 위성 자료를 각각

분석하거나, 다른 위성에서 관측된 서로 관련이 있는

화학성분 사이의 시공간적인 일치성을 비교 분석함으

로써 위성 관측 값을 평가하는 것이다 .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분석은 각각의 위성 관측 자

료에 대해서 각각의 시공간적인 연결성 여부를 확인하

는데 적절한 방법이며 ,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분석은 결합된 관련 있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Venegas et al., 1997;

Validation of OMI HCHO with EOF and SVD over Tropical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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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2002; Barkley et al. 2009. 이러한 분석 방법은 우리

가 찾고자 하는 신호를 잡음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분

석된 자료들 간의 시공간적인 일치성 여부를 통하여 측

정값을 평가해 줄 것이다. EOF 분석방법은 측정 자료의

공간 변화와 이와 연관된 시간 변화를 제공해 주기 때문

에, 각각의 시공간 분포의 중요도에 대한 양적인 평가를

제공해 준다. 이와 비슷한 SVD 분석 방법은 분석하고자

하는 서로 다른 측정값 사이의 일치성 여부를 분석해 주

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특이 벡터(singular vector)

쌍은 두 측정값 사이의 공분산비율(Fraction of the Square

Covariance, FSC)을 제공해 준다.첫 번째 모드는 가장 큰

FSC를가지며, 각각의점진적인모드들은이전모드에서

나타나지 못한 성분에 대해 설명해 준다(Venegas et al.,

1997; Kim et al., 2008). 이러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위

해서이연구에서SCIAMACHY 자료 (http://www.temis.nl/

airpollution/ch2o.html), OMI에서관측된NO2와HCHO

자료 (http://mirador.gsfc.nasa.gov), MOPITT CO (ftp://

l4ftl01.larc.nasa.gov/MOPITT) 자료를 이용하였다.

OMI 위성센서는 지구 적도지역을 오후 01:45분에 지

나는 태양동기 궤도를 가지는 Aura위성에 탑재되어 있

다. HCHO 전량은위성직하점에서반사된태양광의복

사휘도를 분석해서 측정된다. 파장이 327.5-356.5nm 인

자외선 영역에서 측정된 복사휘도를 비선형 최소 자승

핏팅방법을 적용하여HCHO를 측정한다. 이러한 분광

피팅방법으로빛의통과궤적에대한HCHO 전량이측

정되는데, 이것을 다중 산란 대기복사 모델과 GEOS-

Chem대기화학모델을이용하여계산된AMF를고려해

줌으로써 수직으로 분포된 HCHO 전량으로 환산된다

(Spurr et al., 2001; Palmer et al., 2001). 이러한알고리듬으

로 측정된OMI HCHO 전량 자료는 50~105%의 오차를

가진다.

OMI HCHO 전량자료는NASA에 의해 제공되며, 최

근 이 자료의 분석 연구에서OMI의 관측기간이 지남에

따라 비정상적인 배경HCHO 농도의 증가를 보고하였

다(Kim et al., 2009). Fig 1은 2004년 9월부터 2009년 9월

까지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먼 태평양 지역에서 관측된

월평균 OMI HCHO 자료를 보여주는데, 이 기간 동안

HCHO 배경대기량에뚜렷한증가를보여주고있다. 이

러한 증가 추세는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OMI 위성

센서가 시간에 따라 노후됨으로서 나타나는 기기 결함

과 관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Jaross, 2009). OMI 센서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미량기체 중HCHO는 가장 민감하

고 약한 신호를 분석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측정 기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HCHO

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농도의 증가는 OMI 센

서의 기기 결함인 것으로 보여진다.이와 같은 비이상적

인 배경농도 제거는 월별 HCHO 자료를 4차 다항식을

이용한 핏팅으로부터 구한 변수 값을 이용하여 수행되

었었다(Fig.1).이 연구에서 사용된 HCHO 자료는 이러

한 보정이 수행된 HCHO 자료이며, 이 자료 중 구름이

40% 이상으로 관측된 자료는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자료는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SCIAMACHY HCHO,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OMI NO2와 HCHO, 그리고 2000

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MOPITT CO 자료들이

다. 모든 HCHO 자료에서 구름이 40% 이상인 것은 제

거하였다. HCHO 관측 자료와 생태계 화재와의 일치성

을 찾기 위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관측된 A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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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nthly average of OMI HCHO background values (green line) from 09/2004 through 09/2009 over the remote Pacific (50°N-
50°S, 165°W-165°E), and a parameterization (red line) using a 4th order polynomial fit to the monthly average.



Track Scanning Radiometer (ATSR) fire counts 자료를이용

하였다(http://www.atsr.rl.ac.uk/).

3. 결 과

HCHO는 대기에서 짧은 생명주기(life-time)를 가지

기 때문에 수송에 의한 영향보다 지역 배출원의 오염농

도 변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특성을 갖는다(Carbow

2000; Palmer et al., 2001). 따라서HCHO의 시·공간 변

동성은 지역 배출원의 변동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두 사이의 일치성을 비교함으로써OMI HCHO 자료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Fig.2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다양한 위성 센서로 측정

된 미량기체들(MOPITT CO, OMI NO2, OMI HCHO)

의 EOF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의 왼쪽과 오른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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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OF analyses of MOPITT CO, OMI NO2, original OMI HCHO,OMI HCHO and SCIAMACHY HCHO over Africa. The red line
represents the monthly average over entire measurement period. The blue and black dots correspond to the months of January
and July, respectively.



각각 모드-1에서의 공간분포와 시간분포를 나타낸다.

시간분포에서 붉은 점선은 전제주기 중 각 달의 평균 값

을 나타내며 파란 점은 각 해의 1월을 나타낸다. 모든 위

성 측정 값들의 모드-1의 값이 전체 변동성의 대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오직 모드-1의 결과만

을 분석하였다.위성 센서간 모드-1이 차지하는 분산 값

의 차이는OMI는 13 ×24 km2간 해상도로 전 지구관측

을 하루만에 수행하는 것에 반해 , SCIAMACHY와

MOPITT의 공간 해상도는 각각 60 × 30 km2와22 × 22

km2이며 전 지구를 관측하는데 각각 6일과 3일이 걸린

다. 이러한 각 센서간 시공간 해상도의 차이가 모드-1이

차지하는 분산 값의 차이를 야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Baek et al., 2014).

MOPITT CO의 EOF 결과 (Fig.2(a))는 뚜렷한 연주기

를 가지며 북아프리카에서 12-4월에 최대 값을 남아프

리카 지역에서 8-10월에 최소 값을 갖는 뚜렷한 남북 쌍

극 진동을 보여준다. OMI NO2의 EOF 결과(Fig. 2(b))는

전반적으로CO의 결과와 일치한다(R2=0.81).두 기체의

시공간 변동성은 ATSR 센서로 측정된 월별 fire count의

공간분포(Fig. 3)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 결과는

이 지역 CO와 NO2의 변동성이 생태계 화재(biomass

burning)에의해서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이전선행연

구의 결과와 일치한다(Galanter et al., 2000; Duncan et al.,

2007). CO와NO2의두시공간분포가약간의차이를가

지는 이유는 적도에서 CO의 생명주기는 약 한달 이상

으로 생명주기가 몇 일인 NO2 보다 길기 때문에, 이 지

역에서 CO는 우세한 편동풍에 의해 NO2보다 멀리 이

동될 수 있다(Duncan et al., 2007; Jacob et al., 1996).이로

인해 CO의 최대 공간분포는 NO2와는 달리 화재의 최

대 발생지역보다 약간 서쪽지역에 나타나게 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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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easonal distribution of ATSR fire count over Africa during 2004-2008.



료된다(Kim et al., 2008).

본 연구의 관심사는HCHO 자료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CO와 NO2에 적용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

고, 그 결과를Fig.2(c)와 Fig. 2(d)에 나타내었다. 보정전

OMI HCHO(Fig. 2(c))의 공간 분포는 MOPITT CO와

OMI NO2의 공간분포와 각각 0.23, 0.39로 낮은 상관성

을 가진다. 또한 시간 분포에서는 생태계 화제의 분포와

유사한 뚜렷한 연주기를 갖지만, 200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보정후의 OMI

HCHO공간분포(Fig. 2(d))는MOPITT CO와OMI NO2

의 공간분포와 0.86, 0.81, 그리고 시간분포와 0.82, 0.80

의 상관성을 가지며 급격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이

러한 결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HCHO 시공간 변동성

역시 생태계 화제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

한다.

부가적으로HCHO의 오염원이 존재 하지 않는 지역

에서도, OMI HCHO가 가지는 비정상적인 증가 경향성

이 제거 되었는지 살펴 보기 위에서 동태평양(E90°-

E150°, S10°-N10°)과서태평양(W180°-W160°, S10°-N10°)

지역에서 GOME, SCIAMACHY 보정 전 OMI HCHO

그리고 보정 후의OMI HCHO 자료의 추세변동을 분석

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보정전 OMI

HCHO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지역에서 10.6%과

7%/year의경향성을보였지만보정후의OMI 는 -1.48%,

0.65%/year 경향성을 가졌다. 이 수치는GOME(-0.99%,

1.1%/year)과 SCAIMACHY(-0.92%, 0.03%/year)의 경향

성과 유사한 결과이며 적절하게 비정상적인 배경

HCHO 농도의 증가가 제거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에서OMI HCHO의 분석 결과는

공간적으로 북아프리카에서 화재가 최대 발생하는 지

역의 풍하측에서HCHO 최대값이 나타나며, 시간적으

로 최대 화재가 발생하는 1월에 다소 낮은 HCHO값을

가지는 이 지역 생태계 화제의 분포와 다소 차이를 가진

다. HCHO의 생명주기는NO2와 CO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수송의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Logan et al.,

1981;Arlander et al., 1995; Carlier et al., 1986; Palmer et al.,

2003). 따라서 아프리카의 HCHO가 생태계 화재로 부

터기인되었다면, HCHO의최대값은생태계화재가가

장 활발한 1월에 중앙 북아프리카 적도지역에서 나타나

야만 한다. 이러한 생태계 화제와 OMI HCHO 분포의

차이는다른HCHO배출원의영향또는HCHO 산출알

고리듬과 관련된 오차로부터 기인 될 수 있다. 먼저 두

분포의 차이의 원인으로 다른HCHO배출원 영향의 가

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열대우림[7°N-7°S,

10°E-30°E]에서는 많은 양의 아이소프린이 방출되며 이

것은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HCHO를 생산한다(Marais

et al, 2012). 이 지역은 10-12월과 3-5월에 우기를, 6-9월

과 1-2월에 건기를 나타내는 뚜렷한 반년 주기를 가지

며, 우기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적도아프리카 지역을 가

로 지르는 ITCZ의 남북운동과 관련 있다(Todd et al.,

2003; Sultan and Janicot, 2000). HCHO는 태양의 일사량

이 풍부해지는 이 지역 건기에 식물활동이 왕성해지면

서 발생하기 때문에(Myneni et al., 2007), 만약 식물활동

에 의해서 이 지역HCHO가 생성되었다면HCHO는 반

년 주기의 시간 분포를 가져야한다.하지만OMI HCHO

의 시간분포는 식물활동의 시간 주기와 일치하지 않으

며,따라서OMI HCHO의 시간분포의 1월에 최소 값은

식물활동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성센서의 특성 혹은 산출 알고리듬이 생

태계 화제와OMI HCHO 분포의 차이에 영향을 끼쳤는

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OMI HCHO와 동일한 방

법으로 2004년 10월 이후의 SCIAMACHY HCHO 자료

를 분석하였다. Fig2.(e)는 SCIAMACHY HCHO를 EOF

분석한 모드-1의 결과를 나타내며, 이것은 전체 변동성

의 20%를 설명한다. 전반적으로 SCIAMACHY HCHO

의 공간 분포는OMI HCHO의 공간분포와 일치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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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CHO trend analysis with respect to instruments

Instrument Period Eastern Pacific
[E90°-E150°, S10°-N10°]

Western Pacific
[W180°-W160°, S10°-N10°]

GOME HCHO Jan 1996 - Dec 2001 -0.99%/year 1.1%/year
SCIAMACHY HCHO Jan 2003 - Dec 2008 -0.92%/year 0.03%/year
Original OMI HCHO Oct 2004 - Dec 2008 10.6%/year 7.03%/year
Corrected OMI HCHO Oct 2004 - Dec 2008 -1.48%/year 0.65%/year



(R2 = 0.83), 북아프리카 화재 기간의 SCIAMACHY

HCHO 최대 값은 OMI HCHO와 달리 최대 화재지역

에서 발생한다. 또한OMI HCHO 시간분포에서 보이는

뚜렷한 1월 최소 값이 SCIAMACHY HCHO 시간분포

에서는 관측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SCIAMACHY

HCHO의 시공간 분포는 OMI NO2의 분포와 R2 = 0.9

으로 높은 일관성을 보인다.

두 관측 센서 차이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센서간 시공

간 해상도의 차이 또는 각 센서들의 적도 통과 시간

(OMI: 01:45 p.m.; SCIAMACHY: 10:00 a.m.)의차이가두

관측기 기간 HCHO 계절성의 차이를 야기 할 수 있다.

또한 생태계 화제의 일일 주기와HCHO와 관련된 화학

반응 차이들도 원인이 될 수 있다(Benning and Wahner,

1998; Palmer et al., 2007; Stavrakou et al., 2009a). 그러나

시공간적인 분포 차이가 특정한 지역(적도 북부 지역)

또는 특정 시간(1월) 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위에 언급

된 이유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한 지역과 시간에 의존할 수 있는

원인을 알고리듬 내에서 분석한 결과, OMI 산출 알고리

듬은 GEOS-Chem 화학 수송모델과 LIDORT 복사모델

을 사용하는 반면, SCIAMACHY는 TM4 모델과 DAK

복사전달모델을사용함으로써, 두알고리듬은월별, 지

역별로 서로 다른 AMF를사용하여 HCHO를 산출하고

있었다(Bey et al., 2001; Palmer et al., 2001; Martin et al.,

2002, De Smedt et al., 2008). AMF가HCHO 산출에미치

는영향을살펴본결과다음과같았다.위성원격탐사방

법을 이용해서 대기의 미량기체를 측정할 경우, 대기의

조성은 기후학적인 연직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Chance et al., 2000; Palmer et al., 2001). 관측대상이 태양

과위성의천저(nadir)에위치하는경우를제외하면실제

투과길이(Ls)는 연직 투과 길이(Lv)보다 항상 길다. 따라

서우리가측정하고자하는미량기체의연직농도(Ωv)는

관측시점의 태양각과 위성각에서 측정된 경사농도 값

(Ωs)에 보정치 ( )를 적용함으로써 계산된다(수식 (1)). 

여기서 사용된 가중치가 AMF이다.

                               Ωv = Ωs ×                                 (1)

                     Ωv = , AMF =                         (2)

그러나 실제 관측시점의 대기의 연직분포는 기후학

적인 분포와 다르기 때문에AMF의 보정이 필요하다. 예

를들면 대류권 하층에 에어로졸이 존재할 경우 에어로

졸이 존재하는 고도의 아랫층은 빛의 투과가 감소하여

기후학적인 경우보다 AMF가 감소하게 된다. 즉,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기후학적인 AMF보다 적은 AMF를 나

누어 줌으로써 에어로졸 아래층에 존재하는 관측대상

에 대한 감소된 민감도에 의한 영향을 보정하게 된다. 따

라서 에어로졸이 존재할 때, AMF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Sabolis et al. (2011)의 선행 연구에서 HCHO 알고

리듬에 적절한AMF가 사용되지 않으면HCHO 산출 정

확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

는지중해에서7-8월에이례적으로높이관측된OMIHCHO

가 GEOS-Chem 모델이 에어로졸의 양을 실제 사하라

사막의 먼지 양보다 과대 추정하여, 실제보다도 적은

AMF 값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오차임을 보였다.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생태계 화재 에어로졸에 의한

AMF 계산상의 오차가HCHO의 시공간 분포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4는 적도상 북부 아프리카 지역

[0°N-10°N, 20°W-10°E]에서 보정된 OMI HCHO (검은

실선)와 이때 산출에 사용된 AMF (파란 점선) 그리고

Aerosol Index (AI, 붉은 파선)의 시계열을나타내며, 각 해

의 1월을 회색 파선을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OMI AI는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월에 최대 값을 가지기 때

문에 1 월에 낮은 AMF를 예상되지만, OMI HCHO 알

고리듬은 가장높은AMF 값을HCHO 계산에이용하였

다(Fig. 4(a)).즉OMI HCHO 산출 알고리듬이 1월에 유

입되는 에어로졸 양을 실제보다 적게 가정함으로써 높

은 AMF 값을 이용하여 HCHO의 양을 적게 도출하였

다.반면 SCIAMACHY 계산에이용된AMF 값은에어로

졸 농도가 높은 1월에 낮은 값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OMI보다는 높은HCHO 값을 도출하였다(Fig. 4(b)).

OMI HCHO 공간분포에서 화재가 최대로 발생하는 지

역의 풍하측에서 최대 값이 나타나는 이유 역시 에어로

졸의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AMF의 사용으로 설

명할 수 있다. Fig. 5는 북아프리카 지역 건기인 2006년

12월부터 3월까지의 fire-count, AMF 그리고 OMI

HCHO공간 분포를 보여준다. fire count은 적도상 중앙

북부 아프리카에서 1월달에 최대이므로, 이 지역 에어

로졸 양의 증가에 의해 낮은 AMF값을 예상 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 화재 발생 지역이 아닌 북서 아프리카 지역

Lv

Ls

Lv

Ls

Lv

Ls

Ωs

A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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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time series of corrected OMI HCHO along with AMF and AI (top) and the time series of SCIAMACHY HCHO with AMF
(bottom) over northern Africa. Thecircle, square and triangle symbols represent time-series of the corrected OMI (SCIAMACHY)
HCHO, AMF and AI, respectively. The gray dash lines indicate January each year.

Fig. 5. Monthly distributions of ATSR fire count (top), OMI AMF (middle) and corrected OMI HCHO (bottom) over northern Africa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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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first mode of the SVD between OMI NO2 and OMI HCHO (left) and the SVD between OMI NO2 and SCIAMACHY HCHO
(right). The dark color represents OMI NO2 and light color represents OMI HCHO (SCIAMACHY). The blue and black dots
correspond to the months of January and July, respectively.



에서 감소된 AMF 값을 가정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최대

HCHO 양을 발생시키는 오차를 유발시켰다. 하지만

SCIAMACHY AMF의 공간 분포는 우리의 예상과 일치

하는 공간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이, AMF와 관련된 오

차가 1월에HCHO의 계절 최소 값과 적도상 북서 아프

리카에서 최대 값을 유발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전 연구 결과는 식물활동과 생태계 화재 둘 모

두 HCHO 증가에 기여함을 보였다(Meyer-Arnek 2005;

De Ismeth et al 2008; Barkely et al ., 2009). 두요인중아프

리카 지역에의HCHO 분포를 결정하는 주요원인을 조

사하기 위해서, HCHO와 NO2 사이의 SVD 분석을 수

행하였다. Fig.6(a)는 OMI HCHO와 NO2사이의 SVD

분석한 모드-1의 결과를 나타내며, 전체 변동성의 70%

를 설명한다. 두 기체의 시공간 분포는 상관계수 0.80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비록 OMI HCHO 시간

분포가1월에 지역적인 최소 값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EOF 분석에서 나타난 생체소각 주기와 일치하는 뚜렷

한 연간 주기를 보인다. 이러한 EOF와 SVD 분석에서의

높은 시공간 상관은 아프리카 지역에서HCHO와NO2

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주요원인임을 나타낸다. Fig.6(b)

SCIAMACHY HCHO와 OMI NO2사이의 SVD 분석한

첫 번째 모드의 결과를 나타내며 이 결과는 전체 변동성

의 61%를 설명하며 두 변수간의 0.86의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인다. 두 기체간의 시공간 분포 모두 일치성은

Fig.6(a)의OMI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생태계 화재가HCHO 변동성에 크

게 영향을 끼친 것을 의미한다.

4.결 론

이전의 위성자료 검증 및 평가는 시공간적으로 제약

이 큰 지상관측에 의존해 왔으며, 개개의 위성 HCHO

관측 값이 뚜렷한 오차를 지닐 때, 위치와 계절 차이에

따른 고유 문제는 위성자료의 검증을 더 어렵게 만든다

는 문제점을 가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EOF와 SVD 분석과 같은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새로

운 자료 평가 방법을 개발했다. OMI HCHO의 자료는

2009년 이후 센서 퇴화와 연관된 큰 오차가 보고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HCHO자료를 보정을 수행하였

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EOF와 SVD 분석

을 이용해서 이 보정된 HCHO 자료의 검증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MOPITT CO와 OMI

NO2의 EOF 분석 결과는 연 주기를 가지면서 적도상 남

북 아프리카 사이에서 쌍극 진동하는 분포를 보였다. 이

러한 시공간 분포는 fire count의 그것과 일치하며 이것

은 생태계 화재가 이 지역 CO와 NO2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HCHO의

시공간분포는 두 가스의 분포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

간적으로는 화재가 최대 발생하는 지역의 풍하측에서

최대 값이 발생하며, 시간적으로는 화재가 최대로 발생

하는 1월에, 최소 값이 나타난다. 이러한HCHO 시공간

분포를 해석하기 위해, 다른 배출원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식물활동의 효과를 살펴보았지만 1월의HCHO

최소 값과 식물활동 사이에는 관련이 없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공간 분포의 차이는 OMI HCHO 알

고리듬에 사용된 AMF가 에어로졸 유입을 적절히 고려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오차에서 기인된 것임을 밝혔

다. 이로 인해 에어로졸이 적도상 북아프리카 중부지역

1월에최대이지만, OMI HCHO 알고리즘은 1월에어로

졸 유입이 실제보다 작게 가정하여, 높은 AMF 값을 사

용하게됨으로써HCHO 값을과소추정하게되었다. 통

계적인 방법인 EOF/SVD를 이용한 OMI HCHO 자료

의 분석결과, 생태계 화재가 주 모드로 분석된 시그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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