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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s (DPRs) at 440, 675, 870 and 1020 nm are retrieved from
AERONET sun/sky radiometer observations at Gosan and Kongju in South Korea. The retrieved results
show good agreement with DPRs measured by lidar at 532 nm. High DPRs are found when Asian dust
passes through at the upper atmosphere over 2 km above the Earth’s surface. In case of lower atmosphere
less than 2 km from the ground, DPRs are relatively low due to the small amount of dust particles and
mixing of dust with air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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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제주 고산과 공주에서 AERONET 선포토미터로 관측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440,

675, 870, 1020 nm에서의 입자 편광소멸도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결과는 같은 지역에서 측정된 라이다 자

료로부터 얻어진 532 nm에서의 입자 편광소멸도와 비교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포토미터와 동 시

간대에 라이다로 측정된 고도별 편광소멸도의 분석을 통하여 2 km 이상 상층으로 많은 양의 황사가 이동할

때 높은 편광소멸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광소멸도가 측정된 경우에도 대기 상층

에서 황사가 많이 이동하는 경우를 확인하였다. 2 km 이하 하층의 경우에는 유입되는 황사가 적거나 오염

입자와의 혼합으로 상층에 비하여 낮은 편광소멸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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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분포하며 오염물질로 작용하

여 시정을 저해하거나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

로 간주된다. 또한 대기 에어로졸은 태양광을 산란 또

는 흡수하여 지구 전체의 복사 수지에 영향을 주어 기

후변화를 유발한다. 대기 에어로졸은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인위적 오염물질과 산불과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입자 등 다양한 종류로 존재한다. 그 중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황사로 지칭되는 먼지 입자는 다른 대

기 에어로졸과 물리적·화학적·광학적 특성이 확연

히 구분된다.

황사 입자는 2.5 μm 이상의 조대입자 크기로 다른 에

어로졸에 비하여 확연히 큰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

사의 주 성분인 산화철(Fe2O3)은 자외선 및 짧은 영역대

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을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Sokolik and Toon, 2006). 황사는 장거리 이동을 통하

여 국내 및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까지

수송되기도 한다. 장거리 이동 시 다른 에어로졸과 혼

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혼합 정도에 따라 광학

적 및 물리적 특징이 변화하게 된다(Noh et al., 2013a). 이

러한 이유로 황사의 분포 및 혼합 정도를 분석하는 것

은 대기 에어로졸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성 파악에

매우 중요하다.

황사의 분포를 파악하는데 가장 유효한 관측 요소는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e: LIDAR)로 측정된 편

광소멸도(Depolarization ratio: DPR)이다. 라이다 장비

의 광원인 레이저는 편광된 레이저 광을 발생시킨다. 편

광된 레이저 광을 대기 중으로 조사하였을 때, 공기 분

자나 일반적인 오염입자와 같이 구형의 입자형태를 가

지는 물질에 의하여 산란을 일으킬 경우는 편광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편광된 레이저 광이 황사와 같

은 비구형 입자에 의해 산란될 경우, 입자의 비구형성

의 정도에 따라 편광 위상차가 발생된다. 이러한 원리

로 라이다가 측정하는 편광소멸도를 이용하여 황사 입

자의 고도별 분포와 혼합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나(Shin

et al., 2014),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라이다 관측 사이트는

매우 한정적이며 광흡수 특성 등 기타 광학적 특성을 파

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Lee et

al.(2010)은AERONET sun/sky radiometer(이하 “선포토

미터”로 지칭) 데이터로부터 편광소멸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Kim et al.(2016)은 이 방법으로 장기

간에 걸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편광소멸도를 산출하

고 라이다로 산출된 편광소멸도와 비교하여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포토미터로 산출된 편광소멸도

의 가장 큰 단점은 고도별 분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이다. 황사는 다양한 고도로 장거리 이동하며 타 오염

입자와 혼합되기도 하는데, 선포토미터 데이터로는 이

러한 점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포토

미터와 라이다로부터 산출된 편광소멸도를 비교하고,

에어로졸 농도와 고도 분포 특성을 확인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식 (1)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Lee et al.

(2010)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주 고산과 공주에서 측정

된 선포토미터 데이터를 분석하여 편광소멸도를 산출

하였다.

           SDPR(λ) =             (1)

식 (1)에서 F11(λ)과 F22(λ)는 Müller 산란 행렬을 의미

하며, SDPR은 선포토미터 데이터로부터 산출되는 편광

소멸도를 나타낸다. 라이다로 편광소멸도를 산출하는

방법은 Shin et al.(2014)에 설명되어 있는 방법으로 산출

하였으며, 식 (2)로 약술할 수 있다.

               LDPR(Z) = ×100(%)                (2)

식(2)의 LDPR은 라이다로부터 산출되는 편광소멸도

를 나타내며, P는 고도(Z)에 따른 후방 산란 신호를 의

미한다. 아래첨자로 표현된 ‖는 방출된 빛에 평행하게

편광된 후방 산란되는 신호를 나타내며 ⊥는 수직한 방

향으로 편광된 후방 산란 신호를 뜻한다.

SDPR는 황사 입자의 고도 분포에 대한 정보 없이 지표

면에서부터 대기 층 전체에서의 황사와 기타 모든 에어

로졸에 의한 영향을 전부 포함하는 형태로 표시된다.

LDPR는 식(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도별 분포값을 산

출한다. 따라서, 라이다로부터 산출된 편광소멸도를

SDPR과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는 SDPR과 같은 형태로의

1 _ F22(λ, 180˚)/F11(λ, 180˚)
1 + F22(λ, 180˚)/F11(λ, 180˚)

P⊥(Z)
P||(Z) + P⊥(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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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필요하다. 라이다로부터 산출된 편광소멸도를

고도별 대기 에어로졸의 농도를 고려하여 SDPR과 같은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은 Kim et al.(2016)에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변환된 라이다 편광소멸도는 LDPR로 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고산(33.29 N, 126.16 E)과 공주

(36.47 N, 127.14 E)에서 선포토미터로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SDPR을 산출하고, 동 시간대에 관측된 라이다

데이터를 확인하여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LDPR을 산

출하였다. 두 관측 시스템으로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산

출된 편광소멸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

관계 분석 후 1020 nm의 SDPR을 기준으로 표 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가장 낮은 SDPR부터 0.05의 간격으로 그

룹을 지었다. 이후 각 그룹에 속하는 라이다 데이터를

확인하여 대기 에어로졸의 고도별 분포를 알 수 있는 후

방산란계수(Backscatter coefficient)와 편광소멸도의 평

균값을 각 그룹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

였다. 이후 각 그룹에 속하는 선포토미터 데이터 중 단

산란 알베도(Single Scattering Albedo: SSA), 입자 크기 분

포, 그리고 부피 농도를 라이다 자료와 비교하여 편광

소멸도와 고도 분포에 대한 상관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 고산(33.29 N, 126.16 E)

과 2012년 공주(36.47 N, 127.14 E) AERONET 사이트에

서 관측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SDPR을 산출하였다. 산출

된 SDPR와 비교 분석을 위하여 같은 지역에서 동 시간대

에 관측된 라이다 자료를 확보하여 LDPR을 산출하였다.

두 지역에서 확보된 데이터의 개수는 고산과 공주에서

각각 139개와 44개이다.

Fig. 1은 고산과 공주에서 선포토미터로 측정된 500

nm에서의 에어로졸 광학적 두께(Aerosol optical depth:

AOD)와 1020 nm에서의 SDPR의 시계열 분포를 보여준

다. 공주에서는 2012년 4월과 5월에 관측이 이루어졌으

며, 단기간의 관측임에도 낮은 SDPR부터 높은 SDPR까지

고루 분포함을 보여준다. 고산에서는 주로 3월부터 5월

까지 봄에 관측이 이루어졌으나, 2012년에는 봄에 관측

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름과 가을, 겨울에만 제한적으로

관측이 이루어졌다.

Fig. 2는 라이다로 산출된 532 nm에서의 LDPR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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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Fig. 2. Correlation plot of depolarization ratios derived by lidar and sunphotometer measurements at Gosan(a) and Kongju(b).

Fig. 1. Time series of aerosol optical depths at 500 nm and
depolarization ratios at 1020 nm derived by AERONET
sun/sky radiometer at Kongju(a) and Gosan(b).



토미터로 산출된 440, 675, 870, 1020 nm에서의 SDPR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각 파장별 상관계수는 440,

675, 870, 1020 nm에서 고산과 공주에서 각각 0.26, 0.64,

0.76, 0.79와 0.62, 0.90, 0.92, 0.92로 네 파장 모두에서 공

주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지역 모두 440

nm에서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고, 파장이 증가할

수록 상관계수도 높아져 1020 nm에서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LDPR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1020 nm에서의

SDPR값을 기준으로 편광소멸도 값을 0.05 간격으로 그룹

을 나누었다. 표 1은 각 그룹에 속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한다. 고산의 경우는 전체 그룹이 다 표시되고 SDPR

값이 0.15 이하에서 많은 관측 개수를 보였다. 공주에서

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단 SDPR이 0.25 이상이 10개로

다소 많은 경우가 관측되었다.

Fig. 3은 각 그룹에 속한 라이다 자료로 산출한 후방

산란계수와 편광소멸도 값의 고도별 평균값을 나타냈

다. 대기 에어로졸의 고도별 농도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후방산란계수는 5 그룹까지 하층에서 높은 값

을 보이고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높은 그룹으로 갈수록(1 그룹(Fig. 3. a) →

5 그룹(Fig. 3. e)) 3 km 이상에서 대기 에어로졸의 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편광소멸도는 상위 그룹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높은 그룹으로 갈수

록 상층의 편광소멸도가 높은 값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였다. 공주의 경우 4 그룹(Fig. 3. d)에서는

2 km 이하의 고도에서 편광소멸도가 높은 값을 보였고,

6 그룹(Fig. 3. f)에서는 2 km 이하의 고도에서 편광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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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averaged aerosol backscatter coefficients(1) and depolarization ratios(2) measured by lidar. The category of each group
is same as described in Table 1. Group 1(a), Group 2(b), Group 3(c), Group 4(d), Group 5(e), and Group 6(f).

Table 1. Separation of data with respect to depolarization ratios

SDPR(1020 nm)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Group 6

Total
0<G≤0.05 0.05<G≤0.1 0.1<G≤0.15 0.15<G≤0.2 0.2<G≤0.25 0.25 >

Kongju 1 22 8 3 10 44
Gosan 18 47 47 19 5 3 139



도가 0.1 이상으로 높은 값이 관측되었을 뿐만 아니라 2

km 이상의 고도에서는 0.3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휠씬

높은 값이 관측되었다. 고산의 경우 4 그룹과 5 그룹에

서는 2 km 이상 상층에서 높은 편광소멸도 값을 보였으

나 6 그룹에서는 하층이 더 높은 값을 보였다. 두 관측

지점 모두 높은 편광소멸도의 횟수가 적어 대표성을 나

타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높은 SDPR은 상층으로 통과

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Shin et

al.(2015)는 고도별 편광소멸도 분석을 통하여, 2 km 이하

의 대기경계층 이내에서 관측되는 편광소멸도는 2 km

이상의 고도에서 관측되는 편광소멸도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낮은 값이 측정됨을 보였다. Shin et al.(2015)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발원지에서 발생한 황

사가 상층으로 이동할 경우는 이동 중 오염입자와 혼합

될 가능성이 낮아 순수한 황사가 관측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편광소멸도가 높은 값을 보이며, 이와는 달

리 하층으로 이동할 경우는 황사와 오염입자가 혼합되

어 편광소멸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기술 하였다.

Noh and Lee(2012)는 위성과 선포토미터 자료 분석을

통하여 황사가 발원지에서 이동함에 따라 기타 오염입

자와의 혼합으로 광학적 특성이 변화함을 밝혔다. 이러

한 선행 연구들을 고려할 때, 높은 SDPR은 상층으로 이동

하는 황사 입자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4는 각 그룹의 부피 농도를 조대입자(coarse mode)

와 미세입자(fine mode) 부분과 둘을 모두 포함하는 전

체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SDPR이 증가함에 따라(상위

그룹일수록) 조대입자의 부피 농도와 함께 부피 농도

총량이 증가함을 보이는 반면 미세입자 부피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SDPR의 값이

높을수록 황사가 주성분인 고농도 현상이 발생 했음을

의미한다.

Fig. 5는 각 그룹별로 단산란 알베도(SSA)의 파장별

변화를 보여준다. 편광소멸도가 가장 높은 6 그룹에서

는 440 nm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SSA도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파장이 증가함

에 따라 SSA가 증가하는 특징은 황사입자의 전형적인

형태이다(Noh et al., 2013). 황사의 주요 성분인 산화철

의 영향으로 황사입자는 자외선 영역대와 낮은 파장대

의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높은 광흡수 특성을 가지며, 이

와 같은 특징으로부터 황사입자는 단파장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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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averaged single scattering albedo(SSA)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groups as described in Table 1.

Fig. 4. Volume concentrations of total(black color), fine mode
(gray), and coarse mode(light gray) particles at Gosan
(a) and Kongju(b).



SSA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Noh et al., 2012). 이는

앞서 언급한 Fig. 3의 설명과 같이 2 km 이상 상층으로

이동한 황사로 오염입자의 영향이 적어 나타난 현상으

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SDPR이 감소할수

록 둔화되었다. 이는 황사가 이동 중에 다른 오염입자

와 혼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Shin et al., 2014).

이러한 경우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SDPR이 낮으면 SSA

는 장파장 영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6은 Fig. 4, 5와 같은 그룹의 입자크기 분포를 보

여준다. 편광소멸도가 가장 높은 값을 보일 때, 조대입

자의 크기분포는 증가하고 미세입자의 상대적인 분포

는 감소한다. 편광소멸도가 감소할수록 조대입자의 분

포는 줄어들고 미세입자의 분포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조대입자의 주요 성분은 황사이고 미세입

자의 주요성분은 오염입자이다. 편광소멸도의 변화에

따라 각 입자분포가 일정한 형태로 변화하는 부분은 황

사입자에 미세입자가 혼합되는 정도에 따라 편광소멸

도가 변화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며, 6 그룹에서

조대입자의 농도가 월등히 증가하고 미세입자의 분포

가 미미한 것은 상층으로 순수한 황사가 많이 유입되었

음을 의미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라이다와 선포토미터로 산출한 편

광소멸도 값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선

포토미터로 산출된 편광소멸도 값과 동 시간대에 관측

된 라이다의 고도별 편광소멸도를 분석한 결과, 0.20 이

상의 높은 SDPR가 측정되었을 때는 라이다 편광소멸도

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 km 이상 상

층의 편광소멸도가 특히 높게 증가되는 뚜렷한 경향을

확인하였다. 0.05 이하의 가장 낮은 편광소멸도 값의 분

포 영역 외에도 0.05에서 0.20 사이의 SDPR에서도 상층에

서 높은 라이다 편광소멸도가 측정되었다. 하지만 2 km

이하 하층의 경우에는 높은 후방산란계수에 비하여 낮

은 라이다 편광소멸도가 측정되었다. 이는 황사가 주로

상층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나 하층으로 이동하는

경우라도 오염입자와 혼합되어 편광소멸도가 낮아지

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이상과 같은

연구 황사의 이동현상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포토미터 데이터로

편광소멸도를 산출하여 황사와 오염입자의 혼합 특성

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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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averaged aerosol volume siz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groups as describe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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