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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Volcanic ash (VA) can be estimated by remote sensing sensors through their spectral
signatures determined by the inherent optical property (IOP) including complex refractive index and the
scattering properties. Until now, a very limited range of VA refractive indices has been reported and the
VA from each volcanic eruption has a different composition. To improve the robustness of VA remote
sensing,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ing of VA - radiation interactions. In this study, we calculated
extinction coefficient, scattering phase function, asymmetry factor, and single scattering albedo which
show different values between andesite and pumice. Then, IOPs were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etical remote sensed radiation calculated by radiative transfer model under various aerosol
optical thickness (τ) and sun-sensor geometries and characteristics of VA. It was found that the mean rate
of change of radiance at top of atmosphere versus τ is six times larger than in radiance values at 0.55 μm.
At the surface, positive correlation dominates when τ<1, but negative correlation dominates when τ>1.
However, radiance differences between andesite and pumice at 11 μm are very small. These differences
between two VA types are expressed as the polynomial regression functions and that increase as VA
optical thickness increases. Finally, these results would allow VA to be better characterized by remote
sensing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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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화산재입자의 굴절률과 산란 같은 고유 광학 특성으로 결정되는 분광학적 신호는 원격탐사 센서를

통하여 측정될 수 있지만, 화산 폭발 이후 생성된 화산재입자의 성분에 대한 굴절률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제

한적이었다. 따라서, 화산재입자의 원격탐사의 강건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산재입자와 복사전달 과정의 상

호작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화산재 주요 성분으로 알려진 화산성 안산암과 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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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산폭발로 인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된 화산재는 인

접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며, 화산폭발 규모에 따

라 높은 고도까지 상승되어 고층기류의 이동에 따라 이

동 및 확산을 한다. 화산재 구름(Volcanic ash cloud)은 각

종 입자상 물질(토양 및 마그마 등)과 가스성분(SO2, HF

등)이 혼합되어 있으며, 항공 및 교통안전, 경제적 손실,

환경 및 보건, 기후, 국가안보 등의 재해가 초래될 수 있

다. 실제로 2010년 3월 20일부터 시작된 아이슬랜드의

Eyjafjallajökull 화산(북위 63.633º, 동경19.6º) 활동은 몇

달 간 계속되었으며 강력한 화산폭발과 함께 막대한 양

의 화산재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였으며, 화산재의 영향

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원격탐사 기법이 활용

되었다(Derimian et al., 2012; Gasteiger et al., 2011). 그리

고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 중 하나인 Pinatubo화산폭

발과 El Chichon화산폭발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효과

를 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ishchenko et al., 2007).

따라서 화산재로 인한 재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화산

재의 시·공간적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화산재 모니터링 정보는 실지 관측(in-situ)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실지 관측의 위

험성과 광역 관측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

서, 화산재탐지에있어직접관측의제한점을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측을 위하여 인공위성이나 지상 원격

탐사 관측장비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공위성은 관측

영역이 넓고 주기적인 관측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하여

대기중의 입자상 성분의 시·공간적 분포정보를 효과적

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Lee et al., 2004; 2006a; 2006b), 위

성 탑재 센서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화산재 탐지 알고리

즘이 개발되었다(Francis et al., 2012; Ellord et al., 2003;

Prata et al., 1989). 지상원격탐사 방법은 복사계나 라이

다 관측으로부터 화산재입자에 대한 에어러솔 광학두

께(aerosol optical thickness, τ) 또는 광 소산 계수(light

extinction coefficient)를 분석할 수 있어 관측 지점에서의

시간변화에 따른 화산재입자의 변화 양상을 측정할 수

있다(Campanelli et al., 2012; Miffre et al., 2012). 한편, 화

산재를 포함하는 대기 중 입자 성분의 미세물리특성과

광학특성은 태양광과 반응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므로(Lee et al., 2008), 보다정확한원격탐사결과

를 얻기 위하여 화산재입자 특성과 태양 복사의 상호작

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화산재입자의 특성이 복사전달과정 및 원

격탐사에 미치는 민감도에 관한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알려진 화산재입

자의 미세물리 특성자료를 조사하여 화산재입자에 대

한 광학특성모델을 산정하여 각 모델 별 특성을 분류하

였다. 그리고 여기서 개발된 화산재입자 모델은 복사전

달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조건(화산재입자의 종

류, 광학두께, 입자크기, 고도 등)에서 원격탐사센서가

측정하는 이론적인 복사량을 계산하여 화산재입자의

특성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Fig. 1은 화산재입자의 특성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위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처리 및 분석과정을 도시

한 순서도이다. 민감도실험을 위한 자료처리과정은 1)

화산재성분에대한입자굴절률(refractive index, m)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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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입자 소산계수, 산란 위상함수, 비대칭 계수, 단산란 알베도 값을 정량화 하였다. 이러한 화산재입

자의 고유 광학 특성값은 복사전달모델의 입력자료로 이용하여 다양한 에어러솔 광학두께(τ) 및 기하조건에

서 원격탐사 센서(인공위성과 지상관측용)가 측정하는 이론적인 복사량과 화산재입자 특성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복사전달모델 분석결과, 대기권 최상층부에서 τ 에 대한 복사량의 변화율의 평균값은 안산암의 경우

부석보다 6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지표에서 이러한 변화율은 τ<1인 경우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τ>1인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적외선 영역인 11 μm 에서는 차이가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여

기서 발생하는 복사량의 오차범위는 광학두께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이며, 다항 회귀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격 탐사 관측자료를 이용한 화산재 관측에 있어서 화산재의 정량적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블 작성 부분, 2) 굴절률과 입자크기분포를 이용한 입자

산란 특성값 계산부분, 3) 광학 특성값을 이용한 복사전

달모델 수행 부분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화산재입자의 미세 물리적 특성값은 화산재 원격탐

사에 필요한 복사전달 모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입자의 굴절률과 크기분포(size distribution) 값이 기본적

으로 사용된다. 입자의 산란이론(scattering theory)에 의

하면, 입자의 굴절률과 크기분포는 화산재입자로 인하

여 유발되는 광 산란 및 광 흡수 효과를 정량화하는데 필

요한 값이다. 입자의 굴절률은 식(1)과 같이 실수부(n)와

허수부(k)로 구성되며, 각각 입자에 의한 광 산란(light

scattering)과광흡수(light absorption)에대한기여도에관

여한다.

                          m(λ) = n(λ) _ ik(λ)                            (1)

입자의 크기분포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의 개수

를 입자의 크기로 표현한 것으로, 흔히 식(2)와 같은 로

그노말(log-normal) 분포 함수가 사용된다.

           = exp [ _( )2 ]            (2)

여기서 Ni rm, σi는 각 모드 i에서의 입자의 총 개수, 평

균입자크기, 정규분포를구성하는표준편차이다. 그러

나 화산재입자에 대한 크기분포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입자 크기분포 모델(예: urban, rural, oceanic 모델

등)과 같이 정량적으로 고정된 값이 사용되지 않고, 식

(3)의 유효 반경(Effective radius, Re)으로 표현되는 일련

의 가정된 값을 사용하여 계산된 복사량의 조견표를 이

용하여 원격탐사 자료로부터 역으로 크기분포를 산정

한다.

                             Re =                                (3)

화산재입자의 광학 특성값인 소산계수(extinction

coefficient, σExt), 단산란알베도(single scattering albedo, ω0),

비대칭 인자(asymmetry parameter, g), 산란 위상함수

(scattering phase function, P(Θ))는 복사전달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이며, 이전 단계에서 획득한 입자

미세물리 특성값을 이용하여 파장에 따른 광학 특성값

을 계산할 수 있다. 화산재입자의 σExt, P(Θ), g 및 ω0 는

굴절률과 크기분포 함수를 입력변수로 하는 Mie 산란

코드(Bohren and Huffman, 1983)를 사용하여 이론적으

로 계산하였다. 화산재입자의 형태에 대해서는 입자의

조성이나 이동 중 성상변화에 의하여 모호한 점이 많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형으로 가정하였다. 화산재입자

와 비슷한 황사와 같은 먼지성분의 경우, 비구형성 입자

dNi(r)
d ln r

Ni

2πσi

1
2

ln r _ ln rm,i

σi

∫r3 n(r) dr
∫r2 n(r)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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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diagram of the ash optical and radiative transfer model for the generation of the data set.



와 비구형성 입자의 광학 특성값 산출시 5% - 8% 정도

의 상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et al.,

2013). 따라서, 화산재의 비구형도에 따른 영향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입자의 소산(σExt), 산란

(σSca), 흡수 계수(σAbs)는 다음의 식(4)와 같이 계산된다.

  σExt, Sca, Abs(λ) =  πr2·QExt, Sca, Abs(λ, r, m)· d ln r    (4)

여기서 Q는 파장λ, 입자의 크기 r과 굴절률 m에 의하여

결정되는 소산 또는 산란 효율함수이며, σExt는 식(5)와

같이 σSca와 σAbs의 합으로 정의된다.

                      σExt(λ) = σSca(λ) + σAbs(λ)                        (5)

그리고 에어러솔의 광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

터인 ω0, P(Θ), g값은 다음의 식(6),(7),(8)과 같이 계산되

며, 이 값들은 복사전달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된다.

                             ω0(λ) =                                (6)

     p(λ, Θ) =  πr2·F(λ, r, m, Θ)· d ln r       (7)

              g(λ) =                (8)

여기서 F(λ, r, m, Θ)는 파장, 입경, 굴절률, 그리고 산란

각 Θ에 따른 산란강도함수이다. 그리고 g값은 1에 가까

울수록 전방산란, -1에 가까울수록 후방산란이 강한 상

태를 의미한다.

화산재입자의 광학 특성값은 복사전달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며 원격탐사 기기(위성센서 또는 지상관

측센서)가 측정하게 되는 복사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시광선에서 적외선 영역까지

복사량을 계산할 수 있는 Santa Babara Disort Radiative

Transfer(SBDART)(Ricchiazzi et al., 1998)를 적절히 변형

하여 사용하였다. SBDART는 복사전달과정을 모의함

에 있어 수치해석적 방법 중 하나인 discrete ordinary

method를 사용하며, 대기 조성물질에 의한 분광특성을

반영하기위한 line-by-line계산을수행할수있는모델로

서 복사량계산에 효과적이다. 복사전달모델의 주요 입

력값으로서 대기조성 값은 실제 대기구성 및 연직분포

자료의 획득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

용되는US표준대기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화산재

에 대한 입력자료는 광학 특성값과 함께 화산재입자의

상대적 양을 나타내는 에어러솔 광학두께는 0 - 5사이에

서 11개의 선택된 값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복사량 계산

에필요한기하조건은각각태양천정각(solar zenith angle,

θ0 = 0˚ - 80˚, Δ = 10˚), 센서관측각(sensor view angle, θS =

0˚ - 180˚, Δ = 5˚), 상대방위각(relative azimuth angle, φ =

0˚ - 180˚, Δ = 10˚) 를 사용하였다.

3. 결 과

1) 화산재 미세물리 모델

화산재 성분은 화산의 발생원과 대기 중에서 여러 물

리·화학적 프로세스에 따라 매우 다양한 물리 화학적 조

성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조성에 따른 미세물리 특성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화산재의 굴절률 값은 실

지관측(in-situ)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실지관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

서는 실제 화산폭발 이후 채집된 화산재 성분에 대한 기

존의 문헌 자료를 조사하여 수집하였다. Table 1은 본 연

구에서 조사된 화산재입자에 대한 굴절률 자료의 목록

이며, 화산재의 원격탐사 시 구름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

분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기상학적 구름의 주 성분인

물(water)과얼음(ice)에대한파장별굴절률자료도조사

하였다. 화산재입자의 주 성분 중 안산암(andesite)에 관

한 굴절률은 파장 0.185 - 0.4 μm에 해당하는 자외선 영

역(Egan et al., 1975)과 파장 0.3 - 50 μm에 해당하는 자외

선 - 적외선 영역(Pollack et al., 1973)에서의 자료가 흔히

사용된다. 실제 화산폭발 이후 채집된 화산재 성분에 대

한 굴절률 자료는 Mayon 화산(Patterson, 1975)과, St.

Helene 화산(Patterson, 1981), de Fuego 화산(Patterson,

1981)과 El Chichon(Edward, 1983)에 대한 경우의 자료

를 획득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굴절률의 허수

부에 대한 정보만 존재하므로, 산란 특성값의 계산에는

사용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Volz(1973)은 화산성 부석

(Volcanic Pumice)에 대한 굴절률 분석결과를 제시하였

으며, 그결과는WCP(1986) 에도인용되고있다. 안산암

은 유색광물이 비교적 적게 포함되어 있어 대체적으로

회백색을 띄지만 부석은 유문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다소 어두운 색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 = ∞
∫

r = 0
dN

d ln r

σSca(λ)
σExt(λ)

r = ∞
∫

r = 0
dN

d ln r

∫ cosΘ·P(λ, Θ)·d cosΘ
∫(λ, Θ)·d cos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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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Real parts and (d-f)imaginary parts of the complex refractive index for volcanic ash particles versus liquid water and ice in
visible and thermal IR wavelength region.

Table 1. List of available wavelength ranges for refractive index for volcanic ash, water, and ice.

Type Wavelength range for Real part
[μm]

Wavelength range for
Imaginary part [μm] Reference

Andesite 0.185-0.4 0.185-0.4 Egan et al. (1975)
Andesite 0.2-50 0.3-50 Pollack et al. (1973)

Ash (Mayon) NA 1.01-15.98 Patterson (1975)
Ash(St. Helen, de Fuego) NA 0.3-0.7 Patterson (1981)

Ash (El Chichon) NA 0.3-0.7 Edward (1983)
Volcanic Pumice 0.2-40 0.2-40 Volz (1973), WCP(1986)

Water 0.2-200 0.2-200 Hale and Querry (1973)
Ice 0.044-2mm 0.044-2mm Warren and Brandt (2009)



Fig. 2는 Table 1에서 언급된 굴절률의 각 파장별 변화

를 나타낸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안산암과 부석의 n값

은 비교적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Fig. 2a), 적외선 영

역인 7 - 11 μm범위에서는 다소 많은 차이가 나타나므

로(Fig. 2b), 해당 파장 영역에서 두 입자간 산란 특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

한 안산암과 부석의 색의 차이는 Fig. 2c에서 파장별 k의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즉, 안산암의 k값은 가시 영역에

서 0.001 - 0.002 정도의 매우 적은 값을 가지는데 반하여

부석은 0.008로서 광 흡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차이는실제화산사례에서도나타나며, St. Helen과

의 파장별 k값은 안산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

deFuego와Mayon화산재는부석의파장별 k값과비슷하

다. 이러한 현상은 적외선 영역에서도 발생하며(Fig. 2d),

Mayon화산재가 부석과 비슷한 변화 양상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St. Helen의 화산재는 안산

암성분이주를이루며, deFuego와Mayon화산재는주로

부석 성분이 많은 것을 증명한다.

Fig. 2에서는 화산재와 기상학적 구름과 비교를 위하

여 물과 얼음의 굴절률 변화를 비교할 수 있으며, 가시광

선 영역에서 광 흡수특성이 거의 없는(즉, k값이 0에 가

까운) 물과 얼음의 n은 화산재보다는 약 0.15정도 적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적외선 영역에서는 파장이 10 μm
이후부터점차커진다. 이것은화산재입자성분이 10μm
이후부터는 굴절률 값이 작아지는 특성과 반대이며, 이

러한 특성이 화산재와 기상학적 구름과의 구분을 위하

여 흔히 사용되고 있다(Prata, 1989).

2) 화산재 광학특성 모델

화산재입자의 광학적 특성은 원격 탐사에 필요한 복

사량에 대한 해석에 있어 필요한 주요 인자로서, 역방향

문제(inverse problem)의 해를 구할 때 오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화산재입자 특성에 따른 광학적 특

성이 복사 전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표적 광학 특성 값으로 파장별 σext, g, ω0 가

사용된다.

Fig. 3은 화산재입자에 대한 파장별 σext, g 및 ω0 계산

결과로서, σext 는 0.55 μm에서의 σext 로 정규화된 값으로

파장별로 소산되는 복사량을 상대적으로 알 수 있다. 여

기서 파장별 소산계수 σext 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파장

이 길어질수록 일정하게 증가하지만(Fig. 3a), 적외선 영

역에서는 약 8 μm파장까지는 감소하다가 약 10 μm에

서 최댓값을 나타낸다(Fig. 3b). 이러한 결과는 화산재입

자의 굴절률이 8 μm까지는 작은 값을 보이다가 10 μm
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입자에 의한 광 산란과 흡

수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Fig. 2참조). 그리고 적외선

영역에서 화산재입자의 소산계수는 물이나 구름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복사과정에 있어 분광학적 특성

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ω0 는 입자에 의한 광 흡수도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

며 1의 값을 가지면 광 흡수성이 없는 순수 산란 입자를

의미하며 1보다 작은 값은 광 흡수성이 커짐을 의미하

며 입자의 k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물이나 얼음은 가시

광선 영역에서 흡수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가지지만, 화산재입자는 이보다 낮은 값(안산암:

약 0.93, 부석: 약 0.53 - 0.92)을나타내고있다(Fig. 3c). 적

외선 영역에서는 파장 약 8 μm근처에서 강한 광 흡수성

으로 인하여 화산재의 ω0 값은 0.17(안산암), 0.55(부석)

까지작아지며, 이후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물과얼음은 11 μm근처에서최솟값을나타내며

이후 다시 증가한다(Fig. 3d). Fig 3e - f은 입자의 방향성

광 산란을 나타내는 지수인 g의 파장 별 변화를 나타내

며, 화산재입자는 가시광선영역에서 파장이 길어질수

록 전방산란이 적어지고 후방산란이 증가하고 있으며,

적외선 영역인 8 μm이후에서는 후방산란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물과 얼음은 가시광선 영역

에서 g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적외선 영역에서는 점차

감소하면서 11 μm이후에서 후방산란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Fig. 4 는 산란각(Θ) 에 따른 산란강도인 P(Θ)를 나타

내며, 태양과 원격탐사 센서의 관측 위치에 따라 화산재

입자에의한복사량의변화를설명할수있다. P(Θ)는입

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산란각이 0˚인 경우(즉, 최전방산

란) 최대이고, 산란각이 증가할수록(즉, 전방산란이 감

소하고 후방산란이 증가하는 영역) 감소하여 약 120˚ -

140˚ 근처에서 최솟값을 나타내고 120˚ - 180˚ 사이의

산란강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P(Θ)는 안산

암이 부석보다는 다소 큰 값을 나타내어 전체 산란강도

가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Fig. 3의 결과와 일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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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ase function of the scattering matrix from Mie theory calculations for (a) 0.55 μm and (b) 11 μm.

Fig. 3. (a, b)Normalized extinction coefficient, (c, d)single scattering albedo, and (e, f)asymmetry factor for volcanic ash versus water
and ice of effective radius 3 μm.



3) 원격탐사 자료에 대한 민감도 분석

Fig. 5와 6은 가시광선 영역의 원격탐사에서 흔히 사

용되는 0.55 μm와적외선영역에서대기의영향을최소

한으로 받는 대기의 창(atmospheric window) 영역인 11

μm에서의 복사전달 모의 결과로서 인공위성과 지상 복

사 관측 센서가 기하조건별로 관측하게 되는 이론적인

복사량 분포도이다. 화산재입자의 광학특성이 이 두 파

장대에서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화산재입

자에 의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복사량(dL(λ))을 정량

화하였다. dL(λ)를 계산하기 위하여 화산재를 고려한 복

사량 계산 결과(LAsh(λ))와 화산재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화산재 광학두께 = 0) 하에서의 계산된 복사량

(LNoAsh(λ))을 식(9)와 같이 차감하였다.

                     dL(λ) = LAsh(λ) _ LNoAsh(λ)                      (9)

먼저, Fig. 5는대기최상층부(Top-of-atmosphere; TOA)

에서 태양 천정각이 40˚인 조건하에, 원격탐사 센서의

기하조건(센서 관측각, 상대 방위각)에 따른 화산재 복

사량을 나타낸 결과이다. 이 결과는 이론적으로 인공위

성 탑재 센서가 해당 파장을 가지는 채널에서 관측하는

복사량과 같다. Fig 5a와 5b는 파장 0.55 μm에서 안산암

과 부석에 의한 복사량이며 센서의 관측각도와 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산재입자의

존재로 인하여 복사량이 증가하는 영역은 태양과 위성

센서가 마주보며 일직선이 되는 상대 방위각 0˚에서부

터 약 60˚인 영역과 위성 관측각이 40˚보다 큰 영역(즉,

전방산란이 증가하는 기하 조건)에서 복사량이 커지게

된다. 반대로, 상대방위각과 위성 관측각이 큰 영역(즉,

후방산란이 증가하는 기하 조건)에서는 복사량이 상대

적으로 작아지므로 화산재로 인한 민감도가 작아지게

된다. 그러나, 적외선 영역인 파장 11 μm에서는 상대방

위각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위성 관측각에 의한 차이가

발생하고있다. 이것은 이 파장 영역의 복사량이 산란보

다는 흡수와 방출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

산재입자 모델 중 안산암과 부석성분은 광 흡수도의 차

이로 인하여, 동일한 입자크기와 광학두께인 조건하에

서 위성센서가 측정하는 복사량의 절대값에 있어 평균

0.43 ± 0.23 W/m2(λ = 0.55μm), 0.008 ± 0.006 W/m2(λ
= 11.0μm)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화

산재 성분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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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adiance distribution at top-of-atmosphere by (a, b) andesite and (c, d) pumice at 0.55μm and 11.0μm (sun zenith angle =
40º, τ0.55 = 1.0, Re = 3 μm).



있다.

Fig. 6은 Fig. 5와 동일한 조건하에 지상(Bottom-of-

atmosphere; BOA)에서 관측된 화산재 복사량을 나타낸

다. 가시광 영역의 복사량은 센서가 태양과 일직선이 되

어 직달 일사량을 관측 할 수 있게 되는 조건에서 최대

복사량을 관측할 수 있게 된다. 즉, Fig. 6의 사례에서는

태양 천정각이 40˚인 경우이므로, 센서의 관측각이 140º

이며 상대 방위각이 0˚인 전방산란인 경우에 최대 복사

량이 관측된다.

Fig. 7a-7b는 화산재의 상대적인 양으로서 표현되는

광학 두께값과 위성 센서가관측하는 복사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어진 기하 조건(태양 천정각 = 40˚,

위성센서관측각 = 30˚, 상대 방위각 = 60˚)에서의 두 값

의 선형 관계를 나타낸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화산재

성분에 상관없이 위성이 관측하게 되는 복사량은 화산

재에 의하여 후방산란되는 복사량으로서 τ0.55가 커질

수록(화산재의 양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이것은 화

산재입자 수 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입자당 산란되는 복

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τ에 대한 복사량의 변화율

(ΔdL/Δτ0.55)의 평균값은 λ = 0.55 μm인 경우 0.30 W/m2/sr

(안산암)과 0.05 W/m2/sr(부석)으로 나타났다. Fig. 7a에

서 ΔdL/Δτ0.55이 안산암과 부석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는 이전 장에서 설명된 화산재입자의 고유한 광학 특성

중 광 흡수/광 소산 비율인 ω0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대

기 중 존재하는 화산재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후방산란

되는 복사량이 증가하여 위성 센서가 관측하는 복사 관

측값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그 증가율은 화산재입자의

광 흡수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시광선 영역의

위성 원격탐사에 있어서 화산재입자 성분에 따른 간섭

효과가 복잡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외선 영역(λ =
11 μm) 인 경우는 ΔdL/Δτ0.55의 평균값이 -0.50 W/m2/sr

와 -0.50 W/m2/sr으로서, 안산암과 부석으로 인한 변화

량의 차이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Fig. 7c-7d는 지상 관측 센서가 태양을 향하는 기하 조

건(태양 천정각 = 40˚, 센서 관측각 = 140˚, 상대 방위각 =

0˚)에서의 두 값의 선형 관계를 나타낸다. 위성센서와는

달리 지상센서는 태양 복사가 화산재에 의하여 전방산

란과 흡수되는 양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시광선 영역에

서는 τ가 커질수록(즉, 화산재의 양이 증가할수록) 증가

와 감소를 병행한다. 특히, Fig. 7c에서는 ΔdL/Δτ0.55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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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adiance distribution at bottom-of-atmosphere by (a, b) andesite and (c, d) pumice at 0.55 μm and 11.0 μm (sun zenith angle
= 40º, τ0.55 = 1.0, Re = 3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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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fference between aerosol radiance for andesite and that for pumice at (a, b) TOA and (c, d) BOA. Polynomial fitting results
for 0.55 μm are overlaid. Red lines represent polynomial regression fitting results.

Fig. 7. Aerosol radiance change as a function of AOT at (a, b) TOA (sun zenith angle = 40º, relative azimuth angle = 60º, satellite view
angle = 30º) and (c, d) BOA (sun zenith angle = 40º, relative azimuth angle = 0º, sensor view angle = 140º) at 0.55 μm and
11.0 μm.



균값은 λ = 0.55 μm에서 τ<1인 경우 58.49 W/m2/sr(안산

암 )과 78.11 W/m2/sr(부석 )이지만 , τ>1인 경우 -9.83

W/m2/sr(안산암), -14.25 W/m2/sr(부석)으로나타났다. 화

산재의광학두께가 1이될때까지복사량이일정하게증

가하는 것은 화산재에 의하여 산란되는 복사량이 많아

지게 되어 dL값이 커지기 때문에다. 화산재의 광학두께

가 1보다 커지면 광 흡수가 지배적이므로 dL값은 작아

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적외선 영역에서 매우

적게 나타나며, ΔdL/Δτ0.55의 평균값이 0.81 W/m2/sr 와

0.80 W/m2/sr으로서, 안산암과 부석으로 인한 변화량의

차이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

Fig. 8은 안산암과 부석에 의한 복사량의 차이를

AOT0.55의 함수로 나타낸 그림이다. Fig. 8a의 결과에 의

하면, 파장 0.55 μm에서 두 모델별 차이는 AOT0.55의 증

가와 함께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일한 AOT0.55

조건인 경우에 화산재 성분 별 복사량의 차이는 2차 회

귀 함수인 y = 0.347x - 0.023x2 - 0.031(R = 0.99)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같은 수 농도의 화산재는

타입별 복사량이 매우 다르게 나타남을 반영한다. 이것

은 광 산란이 흡수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나며 위성영상

분석에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매우 큰 오차

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지상에

서 관측되는 복사량 차이는 5차 이상의 다항 회귀 함수

로 표현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Fig. 8c의 경우는 y = -

40.16x + 42.28x2 - 17.05x3 + 3.09x4 - 0.21x5 - 0.28(R = 0.99)

과 같다.

4. 결 론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화산재 모니터링은 화산재

의 시공간적 분포 정보를 준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으

므로, 화산재로 인한 재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수적

이다. 그러나 화산재입자의 원격탐사에 필수적인 화산

재입자에 대한 고유 광학 특성값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

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 연구를

통하여 화산재입자에 대한 파장별 굴절률 특성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주요 화산재 성분에 따른 광학적·복사적

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그 결과, 화산재의 주요 성분

으로서 안산암과 부석 입자의 광학 특성이 원격 탐사에

있어서 관측 파장영역과 기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중에서 화

산재 구름에 의한 복사전달과정 및 원격 탐사 센서가 측

정하는 복사량을 미리 모수화 하는데 이용 할 수 있다.

복사전달모델 결과를 통하여 계산된 복사량과 화산재

입자 특성과의 관계는 화산재 타입과 광학두께의 범위

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가

시광선 영역에서 인공위성이 관측하게 되는 복사량은

화산재입자 광학두께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며, 안산암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부석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약 6배의 복사량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지상

관측의 경우, 입자 광학두께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복

사량과 광학두께의 변화량은 양의 변화 관계를 가지지

만, 1보다 크게 되면 오히려 복사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가시광선 영역의 원격탐사 센서에 의한 관

측값 분석에 있어서 잘못된 광학 특성값이 사용되는 경

우 큰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 탐사 관측 자

료의 분석에 있어서 정확한 화산재입자의 광학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화산재의 원격탐사 및 화

산재로 인한 복사효과에 관한 기초 자료로서 유용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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