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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sing various satellite measurements in UV, visible and IR, diverse algorithms to retrieve
aerosol information have been developed and operated to date. Advanced Himawari Imager (AHI) onboard
the Himawari 8 weather satellite was launched in 2014 and has 16 channels from visible to Thermal
InfRared (TIR) in high temporal and spatial resolution. Using AHI, it is very valuable to retrieve aerosol
optical properties over dark surface to demonstrate its capability. To retrieve aerosol optical properties
using visible and Near InfRared (NIR) region, surface signal is very important to be removed which can
be estimated using minimum reflectivity method. The estimated surface reflectance is then used to retrieve
the aerosol optical properties through the inversion process. In this study, we retrieve the aerosol optical
properties over dark surface, but not over bright surface such as clouds, desert and so on. Therefore, the
bright surface was detected and masked using various infrared channels of AHI and spatial heterogeneity,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TD), etc. The retrieval result show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0.7 against AERONET, and the within the Expected Error (EE) of 49%. It is accurately retrieved even for
low Aerosol Optical Depth (AOD). However, AOD tends to be underestimated over the Beijing Hefei
area, where the surface reflectance using the minimum reflectance method is overestimated than the actual
surface reflectance.
Key Words : Himawari-8, AHI, remote sensing, aerosol optical properties, AERONET

요약 : 자외선, 가시광, 적외선 파장대역의 채널을 갖는 위성 관측에 기반한 다양한 에어로졸 정보산출 알

고리즘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사된 일본 기상위성 히마와리 8의 가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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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어로졸은 태양복사에너지를 흡수, 산란시키며, 원

격탐사를 통한 지표면과 해수면 특성산출에 있어 적지

않은 오차원이 된다. 동시에 에어로졸은 지구 복사평형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구름 응결핵으로 작용

하여 구름의 미세물리적 성질은 물론 역학적 발달과 강

수효율을 변화시킴으로써 구름에 의한 태양복사의 반

사 효율을 결정한다(Lau et al., 2006; Stocker et al., 2013).

이와 같은 에어로졸의 효과는 음의 기후 강제력을 가진

다고 알려져 있으나, 에어로졸의 광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고, 특히 눈 위에 싸인 검댕(Black Carbon, BC)

입자의 경우 태양에너지를 흡수하여 눈을 녹임으로써

태양복사에너지의 반사도를 감소시켜, 양의 강제력을

가지기도 한다 (IPCC, 2013). 에어로졸이 인간활동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

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에어로졸의 분포 및 광

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성 관측이 널리 활용되고

있 다 .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위성을 사용한 Dark target algorithm은 정규식

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를 계급별로 분류하여 바다와 식생지역과 같이 어두운

화소에서만 산출을 수행하고 있다 (Levy et al., 2013). 우

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정지궤도위성인 천리안위성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의 기상탑재체(Meteorological Imager, MI)를 이

용하여 개발된 단일 가시광 채널 알고리즘의 경우 (Kim

et al., 2014), 최소 반사도법을 사용하여 지표면 반사도를

산출한다 . 천리안 위성의 해양탑재체(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를 이용하여 개발된 dark

target 알고리즘 (Lee et al., 2010b; Choi et al., 2016) 또한

육지 및 탁수 영역 지표면 반사도를 산출할 때 최소 반

사도법을 적용하고, 밝은 지표 화소를 제거하여 에어로

졸 정보를 산출한다. 최소 반사도법은 어두운 지표면 위

에 존재하는 에어로졸이 위성에서 관측되는 대기상한

반사도를 증가시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각 화소 별

로, 일정 기간 안에 에어로졸이나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날이 최소한 하루는 존재함을 가정하여 최소 반사

도를 찾아내어 지표반사도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가시

영역만을 가지고 있는 위성에서 지표반사도를 가정하

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Knapp et al., 2002; Kim

et al., 2008; Lee et al.,2010b; Wong et al., 2010). 하지만 밝

은 지표에서는 어두운 지표와 달리 지표 위 에어로졸

이 대기상한 반사도를 감소시키므로 최소 반사도 법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밝은 지표 영역에서의 산출

제한을 해소 하기 위해 MODIS를 이용한 Deep Blue

Algorithm (Hsu et al., 2005) 이 개발 되었다. 또한 Torres

et al. (2012)와 Jethva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 와 MODIS를 사용하여 밝

은 표면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름 위에서의 에어로졸 광

학정보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동북 아시아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에어로

졸이 많은 양으로 관측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에어로졸 및 오염물질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는 과거 MODIS 와 같은 역량의 탑재

체로 , 최근 정지궤도에 발사된 차세대 기상위성인

Himawari-8 을 이용하여 에어로졸 광학정보를 높은 시

공간해상도로 산출하고, 그 결과들을 비교 검증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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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채널정보를 이용하여, 어두운 지표 위에서 에어로졸 광학정보를 산출하였다. 가시영역을 이용한 에

어로졸 광학정보 산출은 지표신호의 정확한 제거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최소반사도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

다. 본 알고리즘은 어두운 지표에서 에어로졸 광학정보를 산출을 하기에 구름, 사막 등과 같은 밝은 지표 위

에서는 산출하지 않는다. AHI는 가시광채널 외에도, 다양한 적외 채널을 갖고 있어 공간 비균질성, 밝기온

도차이(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TD) 등을 이용하여 구름제거가 가능하다. 밝기온도

(Brightness Temperature, BT)를 이용해 하층운, 상층운 제거에 유리한 채널을 사용하여 구름을 제거하게

된다. Aerosol Optical Depth (AOD) 산출 결과로는 상관계수가 0.7, 기대오차(Expected Error, EE) 안에

있는 비율이 49%를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AOD에서도 정확한 산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베이징 허베이 지역에서는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과소모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최소반사도법을 이용한

지표정보 산출이 실제 지표반사도보다 높게 지표면 정보를 추정하게 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1) 차세대 기상위성 HIMAWARI-8

일본 기상청은 2014년 10월 7일 차세대 정지궤도 기

상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2015년 7월 7일부터 공

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본 위성에 탑재된

Advanced Himawari Imager (AHI)는 기상 탑재체의 특성

이라고 볼 수 있는 근적외(NIR) 및 적외선(IR) 채널과

RGB 합성을 위한 가시광 채널 등 총 16개의 채널을 보

유하고 있고 채널 특징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JMA

제공 , http://www.data. jma.go.jp/mscweb/en/himawari89/

space_segment/doc/ AHI8_performance_test_en.pdf). 본

연구에서 사용한AHI는 가시영역에서는 500 m와 1 km

의 해상도로, 근적외 및 적외 영역에서는 2 km의 해상

도로 10분마다 전구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2016년 5월과 6월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에어로졸 광

학정보를 산출 하는 방법으로는 복사전달모델을 이용

하여 미리 계산된 조견표로부터 역산출 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2) 조견표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복사전달모델은 A LInearized

pseudo-spherical Vector Discrete Ordinate Radiative

Transfer (VLIDORT) ver 2.6 이다(R. Spurr, 2006). 조견표

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장기간 관측에 기반

한 에어로졸 광학정보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지표고도,

태양과 위성의 위치정보 등이 필요하다. 지표고도로는

Earth TOPOgraphic(ETOPO, https://www.ngdc.noaa.

gov/mgg/global/global.html), 에어로졸 광학정보는 지

상관측장비인 AEronet Robotic NETwork (AERONET)

자료를 사용하였다. 에어로졸의 유형은 Kim et al.(2007)

과 Lee et al.(2010a) 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단일산란

알베도 및 에어로졸 크기정보(Highly-Absorbing (HA),

Moderately-Absorbing (MA), Slightly-Absorbing (SA), Non-

Absorbing (NA), MIXture (MIX), DUst (DU), UNcertain

(UN))를 바탕으로 가정하였다. 자세한 조견표 구성에

대한 내용은 Table 2 에 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Fig. 1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Aerosol Optical Depth

(AOD) 이 증가함에 따라 광학정보의 특성이 변하는 것

을 고려하여 조견표를 구성하였다.

3) 지표반사도 산출

가시영역을 이용한 에어로졸 산출에 있어 중요한

오차원 중 하나인 지표반사도는 최소 반사도법을 사용

하여 추정하게 되며 (Kim et al., 2008), 여기에서는 복사

전달모델을 이용해 계산된 등가 람버시안 반사도

(Lambertian Equivalent Reflectance, LER)을 이용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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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mager specifications of AHI
AHI band Center wavelength (μm) Band width (μm)

1 0.470 0.04
2 0.511 0.03
3 0.640 0.08
4 0.856 0.03
5 1.61 0.04
6 2.26 0.04
7 3.88 0.20
8 6.24 0.82
9 6.94 0.40
10 7.35 0.18
11 8.60 0.37
12 9.63 0.38
13 10.4 0.42
14 11.2 0.67
15 12.4 0.97
16 13.3 0.56

Reference: http://www.data.jma.go.jp/mscweb/en/himawari89/
space_segment/doc/AHI8_performance_test_en.pdf)

Table 2. Look-Up-Table details
Variables Value
SZA (8) 0.01,  10,  20,  30,  40,  50,  60,  70
VZA (8) 0.01,  10,  20,  30,  40,  50,  60,  70

RAA (19) 0.01, 10, 20, 30, 40, 50, 60, 70, …… , 180
AOD (7) –reference

wavelength (each band)
0, 0.25, 0.50, 1.0, 1.5, 2.0, 3.0

Aerosol Type(4) Black Carbon(HA, MA, SA), 
Non-absorbing, Mixture, Dust

Surface Albedo (3) 0.0, 0.1, 0.2
Height (2) 0, 5 km

Band(4) 1(470 nm), 2(510 nm), 
3(640 nm), 4(860 nm)



기에서 LER이란 미리 계산된 조견표를 통해 대기상한

반사도에 대기보정을 한 후의 값으로, 지표와 에어로졸

의 반사도 기여분을 함께 포함한 인자이다. 산출된

LER을 30일간 합성하여, 해당하는 달의 지표반사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며, AHI의 경우 10분마다 전

지구 관측을 하고 있어 10분간격의 해당 월 지표반사도

를 만든다. 이는 간접적으로 해당시간의 양방향반사도

특성함수(Bidirectional Reflectance Distribution Function,

BRDF)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

소 반사도법을 통해 산출된 지표반사도는 구름 그림자

에 의한 오차, 강수에 의한 오차 등으로 실제 지표반사

도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30

일 동안의 하위 6%의 데이터를 평균하여 최종 지표반

사도를 산출하였다 (cf. Choi et al., 2016).

4) 구름 화소 제거

AHI는 대기 상층과 하층에 민감도가 있는 다양한 적

외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 상층운, 하층운, 권운 등 여러

밝기온도차(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TD)를

이용할 수 있다. 그 경계값들은 육상과 바다에서 나타

나는 구름신호가 다르기에 각기 다른 값들을 적용하였

고, 위도에 따라서도 다른 값을 설정하였다. 또한 가시

채널을 이용한 공간적 불균질성 (Hsu et al.,2013)과 대기

상한 반사도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구름제거를, 구름 가

장자리와 내륙수면 (inland water)을 제거하기 위해

NDVI값도 사용하였다.

5)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 흐름도 - Yonsei

Aerosol Retrieval(YAER) 알고리즘

Fig. 2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에어로졸 광학정보 산출

알고리즘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먼저 해당 화소의 육지

와 해양을 구분하며, 이 과정은 일본 기상청(Japanes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JMA)에서 제공해주는 자

료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육상과 해양

에서 각각 다른 경계 값을 사용하여 구름화소를 걷어내

고, 산출된 지표반사도와 조견표를 이용하여 에어로졸

광학정보를 산출하게 된다. 본 알고리즘은 Dark target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 지표반사도가 0.2를 넘

는 밝은 지표 화소에서는 산출하지 않는다. 또한 에어

로졸 산출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역산출 방법은 YAER

알고리즘에 기반되어있다(Choi et al., 2016). AHI의 경우

가시 및 근적외 영역에 4개의 파장에서의 분광채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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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ze information with respect to different AOD amount for each type (a) < 0.5 (b) 0.4<, >1.0 (c) >0.9, solid line : AERONET
measurement data, dashed line: Fitting.



피팅(spectral fitting)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적인 광학정

보를 산출한다. 4개의 에어로졸 유형 및 4개의 파장을

각각 단일 채널별로 역산출하여 최종 산출물로AOD를

550 nm에서의 값으로 환산하여 제공하게 된다. 550 nm

에서의 AOD 로 환산을 하게되면 이론적으로 모두 같

은 값이 나와야 하지만 실제로는 탑재체의 채널별 검보

정 특성차이, 에어로졸 유형 구성 과정의 오차, 복사전

달모델의 실제 대기정보 시뮬레이션 오차 등으로 인해

모두 같은 값을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에어로졸 유

형별로 채널별 산출값과 관측값의 표준편차가 가장 작

은 2개의 유형을 선택하여 각각 비중함수를 고려하여

최종 산출물을 얻게 된다. 최종 산출물로는 6 km 해상

도의 550 nm 에서의 AOD와 미세모드비율(Fine Mode

Fraction, FMF), 옴스트롱지수(Angstrom Exponent, AE),

에어로졸 유형(aerosol type)이 있다.

3. 산출결과 및 검증

1) 산출 결과

AHI - YAER알고리즘을 통해 산출한 에어로졸 광학

정보 예시를 Fig. 3 에 나타내었다. 실제 컬러(Red Green

Blue, RGB) 영상을 살펴보면 산둥반도 동쪽 지역에서

연무로 추정되는 에어로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YAER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AOD 분포를 보

면 산둥반도 동 서쪽에 높은 AOD가 나타난다. 마찬가

지로 FMF, AE 등 에어로졸의 크기정보를 나타내는 지

표를 확인해보면 높은 값을 나타내며 입자가 작은 유형

의 에어로졸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산

출된 에어로졸 유형을 보면 BC 에어로졸로 유형이 구

분되어 각 산출물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언

급했듯이 AHI에는 다양한 적외 채널이 있어 구름제거

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Fig. 3 을 통해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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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for AHI - YAER(Advanced Himawari Imager-Yonsei AErosol Retrieval) algorithm.



수 있다. FMF, AE는 AOD가 높을 경우 주변과 연속적

인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AOD가 낮은 지역에서는 그

렇지 않다. 그 이유로는 에어로졸 신호가 낮아 에어로

졸 유형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남중국해

서부 베트남 부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성의 진행방향에 맞춰 sunglint도 이동하는 저궤도

위성과는 달리, 정지궤도위성은 관측지리조건이 고정

되어 있어 거의 같은 지역에 나타난다. Sunglint 영역은

높은 대기상한반사도 값을 갖기 때문에 에어로졸 정보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 화소를 제거한다.

2) 지상장비 AERONET과의 검증

AHI 위성에서 산출된 에어로졸 광학정보는 지상장

비인 AERONET L1.5 자료와 검증을 수행하였다.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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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0 May 2016, 04:30 UTC (a) RGB image, (b) AOD(550 nm), (c) FMF(550 nm), (d) Angstrom Exponent(470-640 nm) and
(e) Aerosol Type.



시아 59개의 사이트에서 검증을 하였으며, 검증의 공동

화소선정 기준(collocation criteria)은 지상장비가 설치되

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경 25 km 이내의 모든 AHI

AOD를 평균하였고 관측시간은 ±5분 이내 자료로 제

한하여 사용하였다. 시간간격을 조밀하게 잡은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AHI가 매우 높은 시간 해상도를 갖

고 있기 때문이다. Fig. 4(a), (b)는 AOD와 AE에 대한 비

교검증 결과이다. AOD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상관계

수는 0.706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평균

제곱근 편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도 0.21을 보

인다. 육상에서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6 km산

출해상도의 공간에 걸쳐 지표특성이 불균질하기 때문

이다. 기대오차(EE)를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MODIS

Dark Target팀의 기준 값(Remer et al., 2005)을 사용하였

고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τ = ± 0.05 ± 0.15 τ                            (1)

τ는 산출한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나타내고, τ는 기대

오차의 범위를 나타내며 Fig. 4(a)의 점선으로 범위를 나

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EE 범위에 안에 들어오

는 비율이 49.0% 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이며, 안정적으

로 산출이 이뤄지고 있다. 다른 검증지수도 살펴보면 선

형회귀선의 기울기는 0.8, y절편은 0.053의 값을 나타내

고 있다. 선형회귀선의 기울기는 현재의 산출값들이 과

소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에어로졸의 비구

형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조견표를 구형을 가정하여 구

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y절편은 0에 가까

운 작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AERONET AOD값

이 낮은 지역에서는 AHI AOD의 과대추정으로 인해 y

절편값을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AOD가 낮은 구간은 에어로

졸 신호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 AE의 불연속점이 나타

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호의 품질이 좋은 구간을 선택

을 하여 AERONET AOD가 0.4 이상인 경우만을 선택

하여 검증을 진행하였다. Fig. 4(b)에 보이듯이 검증결과

에서 나오는 상관계수는 유의미하지 않게 보이나 산출

되는 AE의 패턴이 1대1 회귀선에 근접한 부분에 많이

모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해당

기간에 황사나 입자가 큰 에어로졸보다 입자가 작은 에

어로졸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오차 분석

Fig. 5의 (a)와 (b)는 AOD와, AE의 구간별로 AHI 와

AERONET 의 차이 를 나타낸 그림이다. AERONET

AOD가 큰 구간에서 d_AOD가 큰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HI는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

나 지상장비인 AERONET에서는 높은 값을 보이고 있

다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반사도를 최소반

사도법을 사용하여 추정하기에 만약 30일동안 맑은 날

이 하루도 없으면, 지표반사도를 과대 모의하게 된다.

주로 베이징과 허베이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IPCC(2013)에 따르면 MODIS를 이용한 7년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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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AOD and AE between direct AERONET and AHI measurement; (a) AOD(550 nm) and (b) AE (AHI: 470-
640 nm, AERONET: 440-675 nm).



AOD가 베이징과 허베이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보고

된 바 있다.

             d_AOD = AHIAOD _ AERONETAOD               (2)

또한 AOD가 작은 지역에서는 조견표의 AOD 마디

점(nodal point)에서는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Jeong et al.(2016) 등의 선행연구

에서 역산출과정에서 AOD의 마디점이 조밀하지 못할

경우 내삽과정을 통해 에어로졸 광학정보를 산출하면

오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낮

은 AOD에서 일부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전반

적으로 음의 편차(bias)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고, 이는 AE에 따른 d_AOD의 분포를 Fig. 5 (b)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즉 기울기가 낮고, y 절편이 높은

것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2014년에 발사된 Himawari-8 위성에 탑재된 AHI 센

서를 이용하여 2016년 5~6월의 에어로졸 광학정보를

산출하였다. 위성에서 에어로졸 광학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상한 반사도를 복사전달모델을 이용하

여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벡터버전의 복사전달모델인 VLIDORT를 사용하여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AOD 값에 따라 각각 다

른 광학정보를 구성하여 조견표를 구성하였다. 또한 30

일간의 최소반사도법을 통한 지표반사도 데이터베이

스를 관측시간마다 구성하여 간접적으로 BRDF를 고

려하였다.

AHI YAER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2달간의 에어로

졸 광학정보는 상관계수 0.7, EE안에 들어오는 비율 및

낮은AOD에서의 정확도 등 검증지수에서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베이징, 허베이 지역에서 지

표반사를 과대 모의하여AOD를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는 향후, 지표면반사도 산출과정의 불확실

성 제거, 배경 에어로졸 광학두께(AOD)를 추가로 고려

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에어로졸의 비구형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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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Difference in AOD between AHI and AERONET with respect to (a) AERONET AOD and (b) AERONET AE.



하여 보다 정확한 에어로졸 광학정보를 산출하고, 해양

에서는 풍속에 따라 해수면 반사도가 바뀌는 것을 고려

하여 프레넬 반사도(Fresnel reflectance)를 고려하여 정

확한 에어로졸 광학정보를 산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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