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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erosol optical depth (AOD) data retrieved by the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during 2011-2014 were compared with AOD measurements from 134
Aerosol Robotic Network (AERONET) sites over the East Asia. Overall, COMS and AERONET AODs
were weakly correlated (R = 0.297). The agreement between COMS and AERONET AODs was improved
when data from near Korean peninsula sites were selected (R = 0.475).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each AERONET site are vary from R=0.026 at AOE_Baotou to 0.905 at DRAGON_Anmyeon. It was
also shown that the bias in COMS AOD was not systematic with respect to effective radius, precipitable
water, surface reflectance, and sun zenith angle.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MS AOD
measurements may be suitable for near Korea. Finally, the current results will help to improve the retrieval
algorithm and vary when using alternative COMS AOD version in the future.
Key Words : COMS, AOD, AERONET, regression, correlation

요약 : 천리안 위성(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의 에어로솔 광학두께(Aerosol

Optical Depth; AOD) 산출물의 검증을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산출

자료와 134개의 지상관측 Aerosol Robotic Network(AERONET) AOD와 비교 분석하였다. 시공간 일치법을 사용

하여 천리안 위성 AOD와 AERONET 전체 관측 지점의 AOD의 비교결과는 약한 상관관계(R=0.297)와 함께 천

리안 AOD가 과대평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AERONET 관측지점별 비교 결과는 각 지점별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최소 상관계수 R=0.026(AOE_Baotou 지점) 과 최대 상관계수 R=0.905(DRAGON_

Anmyeon 지점)을 보였다. 천리안 AOD와 AERONET AOD의 편차와 입자 유효반경, 수증기, 지표반사도,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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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중에부유하고있는입자상물질(particulatematter)

을 대기 에어로솔(atmospheric aerosols)이라고 하며, 에

어로솔의 종류에는 미세한 물방울을 포함하여 먼지나

탄소, 금속 등의 광범위한 입자 성분을 포함된다. 이러

한 에어로솔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흔히 사용

되는물리량이에어로솔광학두께(AerosolOptical Depth

(AOD) 또는 Aerosol Optical Thickness(AOT), τ)이다 .

AOD는 특정 방향으로 입사한 복사 에너지가 에어로솔

입자에 의하여 소산(extinction)된 양을 상대적으로 나타

낸 값이다. 즉, 대기 중의 에어로솔 입자로 인하여 소산

되는 복사량을 의미하는 광 소산계수(light extinction

coefficient)를연직대기방향으로적분한값이AOD이며,

이값은에어로솔입자에의한광소산효율(light extinction

efficiency)과 총 입자의 개수에 비례한다. AOD 값은 에

어로솔 입자의 상대적인 부하량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

으며, 에어로솔에 의한 복사 효과 및 기후변화 관련 연

구에서도널리사용되고있다(Lee et al., 2007; Li et al., 2010;

Lee et al., 2012).

AOD를측정하기위하여지상에서복사계(radiometer)

또는 분광계(spectrometer)가 주로 사용되며, 파장별 또

는 채널별 관측을 통하여 에어로솔에 의하여 소산된 복

사량으로부터 광학두께를 산정할 수 있다. 반면에 인공

위성에 탑재된 광학센서를 이용하면 보다 넓은 영역에

서 AOD값을 산출할 수 있지만, 길어진 광 경로와 지표

면의 영향으로 정확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인공위

성 관측자료의 불확실도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인 관

측값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공위성을 사용

한 최초의 에어로솔 관측은 Earth Resources Technology

Satellite(ERTS-1) 위성의 관측자료 사용한 사례가 보고

되었으며(Griggs, 1975), 이후 현업용 산출물 생산이 시

작된 것은 1978년 발사된 TIROS-N 위성의 탑재센서인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AVHRR)

(Stowe et al., 1997)을 이용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Lee et al., 2009). AVHRR의 성공적인 에어로솔 관측 이

후로, Total OzoneMapping Spectrometer(TOMS)(Herman

et al., 1997), the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

(SeaWiFS) (Gordon andWang, 1994), theModerate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Remer et al., 2005)

와 같은 지구관측 위성의 탑재센서를 이용한 다양한 에

어로솔 산출물이 생산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의 탑재센

서 중 기상탑재체(Meteorological Imager, MI)은 광대역

가시 채널을 이용하여 AOD 산출물을 생산되고 있으며

(NIMR, 2007; 2009), 2011년 1월부터 한반도 인근지역에

대한 에어로솔 분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위성으

로부터 산출된 AOD는 관측 대상지역의 특성 및 알고리

즘에서 적용된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주기적인 검증 결

과를 제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천리안 위

성의 경우, AOD 산출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필요

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며, 국내외의 검증용 지

상관측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정량적/정성적인 검

증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리안 위성 MI를 이

용한 AOD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the Distributed

RegionalAerosolGriddedObservationNetworks(DRAGON)-

northeast(NE) Asia 캠페인 기간 동안의 지상 관측자료

와 비교한 결과가 보고되었으나(Kim et al., 2016), 본 연

구에서 사용되는 에어로졸 산출물과는 다른 절차에 의

하여 산출되었으며, 산출물에 대한 검증 자료의 시공간

적 범위 및 오차분석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 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기상청에서 제공되고 있는

천리안 위성 MI의 AOD 산출물에 관한 검증을 위하여

MI 관측영역의 지상에서 관측된 AERONET AOD 관

측 지점별로 시공간일치법을 이용한 비교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리고 천리안 위성 AOD 산출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인자인 지표반사도와 대기투과도에 대한 변화

와 AOD 산출 오차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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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각과의 비교결과, 천리안 AOD 산출물에 대한 계통적 오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 인근지역의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천리안 AOD와 AERONET AOD의 유사성이 나타나므로, 지역적인 한계가 있음

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COMS AOD 산출 알고리즘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따

라서 개선된 비교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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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성에 에어로솔 산출물의 검증결과는 천리안 AOD

산출물 사용자에게 산출 자료에 대한 품질 정보 자료로

제공 가능하며, 산출과정에 대한 오차의 원인과 요인 제

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1) 천리안 위성 MI AOD 산출물

천리안 위성 MI로부터 산출되는 AOD 자료의 생산

을 위하여 사용되는 채널은 1 k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

는 광대역 가시채널(파장영역: 0.55 – 0.8 μm, 중심파장

=0.67 μm) 의 관측값이다. AOD 산출과정에서 필수사

항은 구름의 영향이 없는 청천 화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천리안 위성은 1개의 가시채널 외에 4개의 적외 채널

(중심파장=3.75 μm, 6.75 μm, 10.8 μm, 12.0 μm)을 사용

하여 구름화소를 탐지한다. 즉, 적외 채널의 밝기 온도

및 가시채널의 반사도의 경계값 테스트, 그리고 해양지

역의 경우 3×3 화소의 표준편차가 0.007이상일 경우 구

름 화소로 정의하여 AOD 산출과정에서 배제한다. 이

러한 방법은 광학적으로 두꺼운 구름을 효과적으로 제

거할 수 있지만 옅은 구름(예: 권운 또는 미세 구름)은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AOD 산출 오차의 원인이 된다.

청천 화소를 대상으로, 가시채널의 관측값은 반사도

로 환산하여, 식(1)과 같이 가시채널에 관한 복사전달방

정식으로부터 에어러솔에 의한 반사도(ρaer) 값을 결정

하게 된다. 이 때, 위성이 관측한 반사도(ρsat)으로부터 지

구 대기의 분자 산란(Rayleigh 산란), 미량기체에 의한 광

흡수, 그리고 지표에 의한 반사도를 제거한다.

                   ρaer = ρsat – ρray –                     (1)

식 (1)에서 ρray, ρsfc, T, s는 각각 Rayleigh 산란에 의한

반사도, 지표면 반사도, 대기투과도, 반구 반사도이다.

천리안 위성 AOD 산출 알고리즘에서는 복사전달모델

을 이용하여 미리 계산된 에어로솔 반사도와 AOD와의

관계를 나타낸 조견표를 이용하여 실제 위성이 관측한

반사도의 경우에 해당하는 AOD를 결정한다. 식 (2)는

조견표의 ρlut(τlut)값과 실제 관측값 ρsat과의 차이가 최소

인 경우의 τlut를 τsat로 결정한다.

                 τsat = f(ρsat | ρlut (τlut))                           (2)

식(1)에서 지표면 반사도는 AOD 산출 정확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천리안 AOD 산출 알고

리즘에서는 지표반사도의 시간적 변화가 적다는 가정

하에 30일간 동일 시간에 관측된 자료 중 최소 반사도

를 지표반사도로 가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Knapp et

al., 2002; Hauser et al., 2005). 최소반사도 기법은 정지궤

도 위성자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제

지표 반사도보다 낮게 되는 경우(예: 그림자, 강수 지역

등)의 요인에 의하여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지표반사도의 산정에 있어 불확실도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에어로솔의 기여도로 환산되어 과대/과소

평가된 AOD 값으로 해석된다(Lee et al., 2006).

조견표 계산을 위하여 6S 복사전달모델이 사용되었

으며, 6S의 입력자료 중 에어로솔 모델은 지상 선스카

이라디오미터(Sun/sky radiometer) 관측 네트워크인

AErosol RObotic NETwork(AERONET) (Holben et al.,

1998; Dubovik and King, 2000; Dubovik et al., 2002;

O’Neill et al., 2005)에서 제공되는 에어로솔 크기분포와

굴절률 자료로부터 계산된 광학특성값(단산란 알베도,

비대칭 계수)을 사용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AERONET

자료는Anmyeon(36.539°N, 126.330°E), Beijing (39.977°N,

116.381°E), Shirahama(33.693°N, 135.357°E) 관측 지점에

서의 자료이다. 그리고 천리안 AOD 산출 알고리즘은

세 가지 유형의 에어로솔 모델(Anmyeon 유형, Beijing

유형, Shirahama 유형)의 기여도를 풍향에 기반한 가중

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AOD값이 최종 산출물로 저장되

고 있다(NMSC, 2012).

2) 비교 검증자료

천리안위성 AOD 자료의 검증은 동일한 시간과 공

간상에서 관측된 AOD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가능

하며, 정확도가 알려진 비교검증용 자료는 지상 관측 자

료인 AERONET AOD 자료를 사용하였다. AERONET

관측값은 위성자료의 검보정을 위한 참 값(truth value)

로 알려져 있으며, 매우 높은 정확도의 자료를 생산하

지만 공간적인 측정 범위가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

AERONET 자료는 지상에서 선스카이 라디오미터

(Sun/sky radiometer)로 관측된 AOD 자료로서 전세계

T · ρsfc

1 – s · ρs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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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성관측자료의 검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측

자료는 온라인 데이타 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으며, 웹 페

이지(http://aeronet.gsfc.nasa.gov/)에서획득가능하다. 관

측장비인 CIMEL 사의 선스카이 라디오미터는 표준화

된 검보정 기준을 통과한 장비를 이용하며, AOD 관측

정확도는 약 ~0.015정도로 알려져 있다(Eck et al., 2010).

AERONET 선스카이 라디오미터는 일정 시간동안

직달일사량과 산란일사량을 일정한 각도별로 센서의

방향을 회전하면서 관측하여 에어로솔에 의한 산란복

사량을 파장별로 측정한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일련의

역행렬 방정식을 풀고 미지수인 에어로솔 크기분포, 유

효반경, 입자 굴절률, 단산란 알베도(Single Scattering

Albedo; SSA), 산란위상함수(Scattering Phase Function),

비대칭계수(Asymmetry Parameter)를 계산한다.

3) 시공간 일치

인공위성과관측자료와타위성/지상관측자료의비

교 방법은 동일시간대에 동일한 화소 영역에서 추출한

자료를비교하는시공간일치법(spatio-temporal collocation

method)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개별 관측 센서가 가지

는 관측 방법에 의한 차이로 인하여 전체 관측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시공간일치법에

따른 동일 조건을 만족하는 화소단위 비교가 가능한 방

법이다. 천리안 위성과 MODIS 자료의 시공간일치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천리안 관측 시간의 ±10분 이내에 관

측된 MODIS 관측자료를 선택하며 , 공간적으로는

MODIS 관측 화소의 지리적 위치를 중심으로 약 30

km×30 km 영역(1km 해상도를 가지는 MODIS L2의 자

료경우총화소수는최대 900개임), 에서추출된MODIS

L2 지표 반사도값과 천리안 AOD값의 평균값을 비교하

였다. 두 위성간의 위치정보 오차 또는 잡음에 의한 영

향을 최소화하기 30 km2 영역 이내에서 추출된 화소값

의 표준편차가 0.2이상인 경우, 50% 이상의 화소가 구

름인 경우, 총 유효 격자 수가 30개 이하인 경우는 특이

값(outlier)으로 간주하여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AERONET 관측값은 지점 관측으로 인한 공간상의

대표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지만,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장기간 위성 관측자료와 비교시 유용한 측

면이 있다. 그리고, AERONET 자료는 역 방향 산출 방

법(inverse method)에 의한 에어로솔 미세물리 및 광학

특성값(입자 크기 분포, 굴절률 등)을 제시하고 있는 장

점이 있다. 천리안 위성이 관측하는 영역에서 유효한

AERONET관측지점은Fig. 1과같이총 134개지점이다.

천리안 위성과 지상의 AERONET AOD의 시공간 일치

는 AERONET 관측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 km 내의

위성 관측 자료를 평균값과, 위성이 관측한 시간을 중

심으로 ±30분 동안의 AERONET AOD 값의 평균값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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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put data used in this study
Data Period (YYYY/MM) Area Resolution Parameters

COMS MI L2 
Aerosol 2011/01–2014/07 N10°–N60°, 

E75°–E165° 4km Aerosol optical depth

AERONET 
Sunsky radiometer 2011/01–2014/07 Global point

Aerosol optical depth, Effective radius,
Precipitable water vapor, 

Sun zenith angle
MODIS L2 

Surface reflectance 2011/01–2014/07 Global 1km Surface reflectance

Fig. 1.  Available AERONET measurement sites located with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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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1) 천리안 AOD와 AERONET AOD 비교

천리안 위성 AOD(τsat)와 AERONET AOD(τaero)의 비

교자료는 총 262,643개 이며 전체 AERONET 관측지점

과 한반도 인근지역(30-45°N, 115-135°E)을 대상으로 비

교를 위한 산점도와 상관회귀 분석결과는 Fig. 2와 같다.

두 자료의 선형 회귀 방정식은 전체 관측지점이 y =

0.197x + 0.259(R=0.297), 한반도 인근지역이 y = 0.321x +

0.242(R=0.475)로서, 전체영역보다 한반도 인근지역에

서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AERONET AOD에 비하여 천리안 AOD가 2배 이상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상관회귀 직선의 Y절편이

0.2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AERONET AOD대비

천리안 AOD값이 과소 평가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실제 대기중의 에어러솔 부하량이 높은 상태에서도 천

리안 위성에서는 AOD값이 매우 적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식(1)을 이용한 AOD 산출 과

정에 있어서, 인공위성이 관측하는 반사도 값에서 지표

반사도 또는 대기 산란/흡수에 대한 영향이 과도하게

제거하였거나, 조견표 사용에 있어 에어로솔의 광학특

성이 실제 대기 조건을 반영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식(1)에서 지표반사도와 다른 대기에 의한 반사도에

의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우에는 에어로솔

에 의한 반사도값 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오차가 발생 가

능하므로, 이러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τsat값의 변

화에 따른 천리안 AOD와 AERONET AOD의 편차값

(Δτsat-aero = τsat – τaero)을 분석하였다. Fig. 3은 Δτsat-aero에 대한

천리안 AOD 값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며, 두 자료의 선

형회귀식은전체관측지점이 y = 0.802x – 0.25(R=0.784,

동아시아 지역의 AERONET 관측자료를 이용한 천리안 위성 기상탑재체의 에어로솔 광학두께 산출물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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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atter plots between COMS AOD and bias (COMS AOD-AERONET AOD) for all sites
(left) and near Korean peninsula (right). Red lines represent linear regression line.

Fig. 2.  Scatter plots between COMS AOD and AERONET AOD pixels for all sites (left) and
near Korean peninsula (right). Color scale represents frequency at the given AOD range
(pixel size is 0.02 AOD and highest value means 0.01% of total number of pi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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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D=0.321), 한반도 인근지역이 y = 0.678x – 0.24

(R=0.751, RMSD=0.281)로서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τsat이 증가할수록 Δτsat-aero의 편차

가 양의 방향으로 커지고 있으므로 음을 증명한다. 이

러한 결과는 광대역 가시채널 사용에 따른 불확실도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Fig. 2와 3에서의 AERONET 전체 지점에 대한 τsat와

τaero를 비교한 결과, 실제 AOD가 낮은 경우에도 τsat의 값

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AERONET 관측

지점별로 가지는 고유한 환경특성(지표 및 대기투과 경

로 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134개에 지점별

독립된 시공간 일치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 사례가 다

수이므로 Fig. 4, 5와 같이 지점별 상관회귀 계수와 Δτsat-

aero 값의 크기에 대하여 기호의 크기와 색깔로 지도위에

표시하였다. 이러한 가시화 맵의 장점은 지리적 위치에

따른 수치정보를 반영할 수 있기때문에 지역별 특징을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지역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각AERONET관측지점별로 τsat와 τaero를비교한결과,

상관계수가 0.4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는 지점으로는

DRAGON_Osaka-North, Ussuriysk, Noto, Dhaka_University,

SACOL, DRAGON_Kyoto, Dalanzadgad, Chen-Kung_

Univ, Yonsei_University, Kobe, Hong_Kong_PolyU,

Kanpur, Chiba_University, Osaka-North, Zhongshan_Univ,

Shirahama, DRAGON_Mt_Rokko, Dongsha_Island, El_

Nido_Airport, Chiang_Mai_Met_Sta, NhaTrang, Pokhara,

Hankuk_UFS, Ubon_Ratchathani, DRAGON_Kohriyama,

DRAGON_Nishiharima, Fukue, Osaka, Hong_Kong_

Sheung, Manila_Observatory, Seoul_SNU, Nara, Pusan_NU,

Kathmandu-Bode, EPA-NCU, Vientiane, Taipei_CWB,

Bach_Long_Vy, QOMS_CAS, Lumbini, NCU_Taiwan,

Lulin, AOE_Baotou, Jomsom, EVK2-CNR, Bhola, NAM_

CO의 47개 지점으로서, 주로 동남아 지역과 동북아 내

륙지역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Fig. 6은 조견표 작성에 사용되는 Beijing과 Anmyeon,

Shirahama과 Gangneung-WNU 지점에 대한 개별적인

비교결과이다. 조견표에서 사용된 에어로솔 모델이

AERONET으로부터의 관측값으로부터 기원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Anmyeon(R=0.905)을 제외한 지점에서 낮

은범위의상관계수(Beijing(R=0.573), Shirahama(R=0.235),

Gangneung-WNU(R=0.410))가 나타났다. 특히 Shirahama

의 비교결과는 선형회귀식 y = 0.070x + 0.142 로서 두

자료의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을 것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각 위치별로 천리안 AOD 산출 알고리즘에 미치

는 오차요인으로서 지표반사도와 에어로솔 모델이 실

지 조건과는 다르게 반영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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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inear regressi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MS AOD and AERONET AOD at each AERONET
measurement site.

Fig. 5.  Mean bias between COMS AOD and AERONET AOD
at each AERONET measuremen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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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차요인의 영향

천리안 AOD 산출물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

나고 있는 것은 AOD 산출과정에서 식(1)에 적용되는

반사도 기여요소(지표반사도와 대기 투과도 등)과 조견

표 작성에 사용되는 에어로솔 광학모델의 영향이 클 것

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천리안 AOD 산출물의 주요

오차 요인인 지표 반사도와 에어로솔 광학모델의 영향

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AERONET에서 제공하고 있는

역방향 산출물(inversion product) 중 에어로솔 유효반경

(effective radius, Reff), 총 수증기량 (precipitable water

vapor, PWV), 태양천정각(Sun zenith angle, SZA), 그리고

지표반사도(Surface reflectance, SR)를 사용하여 시공간

일치법에 의한 비교를 수행하였다.

Fig. 7a는 AERONET inversion 산출물에서 제공하는

입자 유효반경과 Δτsat-aero 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Δτsat-aero

은과Reff과의선형회귀식이 y = 0.151x – 0.026(R=0.058,

RMSD=0.408)으로서 두 변수간의 관련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 μm보다 적은 Reff 범위 내

에서 Δτsat-aero의 산포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미세

입자 영역에서 Δτsat-aero의 불확실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b는 PWV와 Δτsat-aero 값을 비교한 결과로서, 수증

기의 변화에 따른 Δτsat-aero 값의 변화는 R=0.188, RMSE

= 0.401으로서, Reff의 경우보다 상관성이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간의 선형 회귀식은 y=-0.064x +

0.123 으로서 수증기량이 증가할수록 Δτsat이 상대적으

로 작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PWV가 < 0.5

cm인 영역에서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기중의 수

증기가 약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증기에 의한 반사

도의 변화가 천리안 AOD 산출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

침을 알 수 있다.

정지궤도 특성상 천리안 위성의 AOD 산출물에 있

동아시아 지역의 AERONET 관측자료를 이용한 천리안 위성 기상탑재체의 에어로솔 광학두께 산출물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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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atter plots between COMS AOD and AERONET AOD pixels for Beijing, Anmyeon,
Shirahama, Gangneung_WNU. Color scale represents frequency at the given AOD range
(pixel size is 0.02 AOD and highest value means 0.01% of total number of pi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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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위성의 관측각은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태양의 변화

에 따른 광 경로변화가 대기 투과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Fig. 7c에서는 SZA와 Δτsat-aero 값을

비교하였다. SZA는 50-78도 사이에서 관측이 되었으며,

각 시간대에 천리안 위성과 AERONET 관측이 일치한

경우에 SZA의변화에따른 Δτsat-aer의상관성은R = 0.066,

RMSD = 0.408 으로서, PWV와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선형 회귀식은 y = -0.004x + 0.274으로

서 SZA에 따른 변수간의 Δτsat-aer의 변화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SZA 값이 증가하는 경우에서

도 Δτsat-aer의 고유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

로 광 경로의 증가가 오차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

으로 보인다.

AERONET 관측지점별 지표 반사도값에 따른 오차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MODIS 지표반사도(파장 =

675 nm)와 Δτsat-aero를 비교하였다(Fig. 7d). 이 경우에도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적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Reff 비교 사례와 마찬가지로, 0.5보다 적은 영역

에서 Δτsat-aero의 산포 경향이 증가하므로 지역적인 편차

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a–d의 결과는 전체 관측지점에 대한 자료 비교

결과로서, AOD 편차에 따른 환경변수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천리안

AOD의 산출결과가 지역별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별 환경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두 변수간의 특성이 지역적인 가능

성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지점별 비교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두 변수간의 상

관계수가 0.3 이상으로 나타나는 지점에 대한 결과를 분

석하였다.

Δτsat-aero의 Reff와의 상관계수가 0.3 이상으로 나타나는

곳은 Bhola, DRAGON_Fukue_2, DRAGON_Fukue_3,

DRAGON_Kohriyam, DRAGON_Kyoto, DRAGON_

Matsue, DRAGON_Nara, DRAGON_Osaka-North,

Dunhuang_LZU, El_Nido_Airport, Jomsom, Manila_

Observatory, Pusan_NU, QOMS_CAS, SACOL, Ubon_

Ratchathan 의 16지점으로 전체 134개 AERONET 관측

지점의 약 12%에 해당하며, 국내에서는 부산대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이 일본과 동남아의 지점이다. 위의 지점

들 중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지점(즉, Reff가 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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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atter plots between effective radius, precipitable water vapor, sun zenith angle,
MODIS surface reflectance at 675 nm versus bias (COMS AOD-AERONET AOD)
pixels. Red lines represent linear regression line.pi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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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양의 오차가 증가하는 지점)은 Bhola, Dunhuang_

LZU, El_Nido_Airport,Manila_Observatory, Pusan_NU,

SACOL, Ubon_Ratchathan 이며, 두 변수간의 음의 상

과 관 계 를 나 타 내 는 지 점 은 DRAGON_Fukue_2,

DRAGON_Fukue_3, DRAGON_Kohriyam, DRAGON_

Kyoto, DRAGON_Matsue, DRAGON_Nara, DRAGON_

Osaka-North, Jomsom, QOMS_CAS이다. 이렇게 입자

크기에 대하여 Δτsat-aero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조견

표 작성시 사용된 에어로솔 모델이 실제 대기중의 입자

와는 다른 모델이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델에 사용된 에어로솔 입자가 실제 환경보다 작거나

큰 경우, 입자에 의한 산란효과가 산란각에 따라 다양

하게 변하기 때문에 실제 위성이 관측한 복사량과는 차

이가 발생하는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Δτsat-aero와 태양천정각과의 상관계수가 0.3보다 큰 지

점들은 32개 지점이며, 전체의 23.9%에 해당한다. 이 경

우 모든 지점에서 회귀직선의 기울기와 상관계수값이

음의 값을 나타냈다. 이것은 태양천정각이 증가할수록

τsat가 τaero보다 작아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귀

선의 y절편값이 모두 0.5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어 태양

의 고도가 가장 높은 경우에는 τsat가 τaero보다 과대평가

되고 있다.

Δτsat-aero와 수증기량과의 상관분석결과, 상관계수가

0.3보다 큰 지점들은 18개 지점이며, 전체의 13.4%에 해

당한다. τsat는 수증기량이 매우 적은 건조한 대기 조건

(<0.5 cm)에서는 τaero 보다는 과소평가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수증기량이 증가할수록 τsat 값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기중 수증기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입자

산란효과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친수성 입자

(hygorphilic particle)의 경우 수증기의 증가로 입자의 크

기가 커지는 입자성장(hygroscopic growth)을 하게 되므

로 이에 따른 전방산란 효과가 커진다. 따라서 실제 위

성이 관측하는 복사량은 에어로솔의 반사도가 증가하

게 되므로 조견표 작성시 사용된 에어로솔 광학모델보

다는 과대평가된 결과물을 산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Δτsat-aero와 지표반사도의 상관계수가 0.3보다 큰 지점

들은 39개 지점이며, 전체의 29.1%에 해당한다. 대부분

의 경우엔 지표반사도가 커질수록 τsat값이 커지고 Δτsat-

aero가 작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강릉원

주대, 한국외대, SACOL, 서울대, 연세대 지점은 지표반

사도가 증가할수록 τsat값이 과소평가되는 지역으로 나

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같이 대도시 지역의 지표반사도

증가가 τsat값의 과소평가로 연결되는 것은 천리안 AOD

산출 알고리즘에서 지표반사도 값이 다소 과대 평가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에어로솔 산출과정에서 지표반사

도의 정확한 값이 보정되지 못하는 경우엔 에어로솔로

인한 반사도로 오인되므로 광학두께 산출물이 과대평

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특히, 천리안 위성과 같은 광

대역 가시 채널을 가지는 인공위성은 육지의 지표반사

도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인공위성에서 산출하는 AOD값은 알고리즘에 필요

한 가정에 대한 오차, 청천화소 설정시 제거되지 못한

구름이나 잡음에 의한 오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천리안위성 τsat 산출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최초 생산이 된 2011년 1월 부터 2014년 7월 까지 기간

동안의 위성자료와 정확도가 검증된 지상관측자료인

τaero 자료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두 자료의 상관회귀

분석 결과, 선형 회귀직선의 방정식은 y = 0.447x + 0.398

(R=0.27)로서 τsat가 τaero에 비하여 과대평가되고 있으며,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도 약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의 AERONET 전체지점에 대한 비교 결과는

한반도를 제외한 내륙과 동남아시아 해양 지역에서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낮고 RMSE와 BIAS가 크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표면반사도 산출 오차와 에어로

솔 광학모델의 가정이 실제 대기 중의 에어로솔 입자를

정확히산출하기위한정확도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천리안 AOD 산출 알고리즘에 사용된 가정은 지역별

로 다른 특성이 반영되므로 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AERONET 관측 지점별 독립된 비교결과, 특정지역에

대해 AOD오차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차의 요인으로 AOD값이 충분히 적은 경우에 지표반사

도 효과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하여 τaero 보다 과대평가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AOD 산출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지표 반사도와 대기 조건에 관한 변수자료를

동아시아 지역의 AERONET 관측자료를 이용한 천리안 위성 기상탑재체의 에어로솔 광학두께 산출물의 검증

– 515 –

06이권호(507~517)ok.qxp_원격탐사34-3  2018. 6. 28.  오전 10:15  페이지 515



AERONET 역방향 산출물로부터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해당 요소들이 천리안 AOD의 오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AOD 산출 오차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위성 자료의 복사보정 오류, 지표반사도, 미세

구름, 다중 레이어 효과, 조견표 작성에 필요한 에어로

솔 모델의 특성 등에 대한 오차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 해석 과정과, 알고리

즘 개선을 통한 과정에서 정확도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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