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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ith the global scale impact of atmospheric CO2 in global warming and climate system,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CO2 concentration continuously on a global scale, where satellite remote
sensing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recently. In this study, global monthly CO2 concentrations obtained
by satellite remote sensing were compared with ground-based measurements at Anmyeon-do and Gosan
Korean Global Atmosphere Watch Center. Atmospheric CO2 concentration has increased from 371.87
ppm in January 1999 to 405.50 ppm in December 2013 at Anmyeon-do station (KMA, 2013). Comparison
of the continuous measurements by flask air sampling at Anmyeon-do shows the same trend and seasonal
variations with those of global monthly mean dataset. Nevertheless, the trends of CO2 over Northeast Asia
showed the higher than those of global and the trends also changes with different slope. CO2 products
derived from Greenhouse Gases Observing Satellite (GOSAT) and Atmospheric Infrared Sounder (AIRS)
were compared with ground-based measurement at Anmyeon-do. The monthly mean values of GOSAT
and AIRS data are systemically lower than those obtained at Anmyeon-do, however, the seasonal cycle
of satellite products present the similar trend with values of global and Anmyeon-do. The accuracy of
CO2 products from GOSAT and AIRS were evaluated statistically for two years from January 2011 to
December 2012. GOSAT showed good correlation with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MSD and bias of
0.947, 5.610 and -5.280 to ground-based measurements respectively, while AIRS showed reasonable
comparison with 0.737, 8.574 and -7.316 at Anmyeon-do station, respectively.

–549–

Received November 23, 2015; Revised December 3, 2015; Accepted December 4, 2015.
† Corresponding Author: Jhoon Kim (jkim2@yonsei.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1, No.6, 2015, pp.549~560
http://dx.doi.org/10.7780/kjrs.2015.31.6.5

ISSN 1225-6161 ( Print )
ISSN 2287-9307 (Online)

Article



1. 서 론

과거 기후 및 지구 시스템의 변화에 관한 막연한 우

려는 교토의정서를 기점으로 쟁점화되어 지구온난화

의 주범인 탄산가스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인 IPCC에서는 그러한 우려들

을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한 평가 보고서를 1990년 1차

부터 2014년 채택한 5차까지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Griggs and Noguer, 2002; Houghton, 1996; IPCC, 2013;

IPCC, 2007; Metz, 2001). IPCC(2013) 에 제시된 지구 시

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로는 수증기, 오존,

이산화탄소 및 메탄과 같은 인자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

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중 수증기를 제외한 이산화탄

소의 영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Bindoff et

al., 2013).

기후 시스템이 꾸준히 온난화되고 있다는 5차에 걸

친 IPCC 보고서에서는 1759년부터 2011년 사이에 화석

연료와 시멘트 생산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365 PgC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가 증대되고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IPCC,

2013). 특히 지난 반세기에 걸쳐 진행된 많은 관측과 연

구 결과들은 인간 활동에 의해 생성된 온실 가스로 인

한 지구 온난화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의 많은 규제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와 같은 지역의 영향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

실 가스의 증가율이 둔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Baek et al., 2011). 이러한 온실 기체 증가에 대한 관심

은 지속적인 온실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195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 가스 관측소인 Mauna Loa와 같은

모니터링 임무를 수행하는 관측소들이 전구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 이러한 관측소들의 운영 결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율

이Mauna Loa의 경우 연간 1.40 ppmv (part per million by

volume)이라는 연구 결과(Keeling and Whorf, 2005)를 얻

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전구 또는 대표적인 지역의 관

측소의 관측 결과를 분석하고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

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

는 세계온실가스관측센터 자료 중 안면도와 고산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의 월간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1999

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난 15년간 관측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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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구 온난화와 기후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하나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요하며, 현재 지상 관측과 더불어 위성을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1999년부터 주요 대기질 관측소로 운영되어 온 안면도

와 고산에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대한 경향성을 전구 월별 평균 값과 비교해 보았으며, 이를

대표적인 온실 기체 관측 위성인 Greenhouse Gases Observing Satellite (GOSAT)과 Atmospheric

Infrared Sounder (AIRS)에서 산출되는 값을 안면도와 고산 관측소의 농도 값과 비교하였다. 1999년 1월

대기 중 평균 농도가 371.87 ppm이었던 안면도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3년 12월 405.50 ppm으로 지

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KMA, 2013). 플라스크 공기 샘플링 방법에 의해 관측된 안면도의 이산화

탄소 농도는 같은 기간 전구의 계절 변동성 및 증가 추이가 동일했으나, 동북아시아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

의 증가폭이 전구보다 평균 4 ppm 더 높게 나타났다. GOSAT과 AIRS에서 산출된 이산화탄소는 안면도 관

측소의 지상 농도와 비교되었으며, 이를 통해 두 위성 자료들의 정확도가 비교하고자 하였다. GOSAT과

AIRS 모두 월별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상 관측소인 안면도의 관측 값보다는 낮은 분포 경향을 보였으나, 계

절 변동성과 증가 추이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GOSAT과 AIRS에서 산출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위성별 정

확도 분석을 위해 두 위성의 관측 기간 중 동일 관측이 수행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비

교하였다. GOSAT은 r이 0.947, RMSD가 5.610, bias가 -5.280으로 r이 0.737, RMSD가 8.574, bias가

-7.316으로 나타난 AIRS보다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안면도 관측소에서의 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된 안면도 관측소의 경우 대기 중 이산화탄소 연간 증

가율이 2.40 ppmv/yr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수치

는 안면도와 같은 기간 동안 전구 이산화탄소가 연간

2.09 ppmv 증가한 것보다 0.31 ppmv 높은 증가율을 가

지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변화 추이에 대한 연

구와 더불어 위성을 통한 온실 가스 정보 산출과 같은

연구(Alexe et al., 2015; Meinshausen et al., 2011; Yoshida et

al., 2013)가 수행되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위성에서 산

출한 온실 가스 정보를 지상 자료와 비교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오고있다( Jin et al., 2010; Miao et al., 2013; Zhang

et al., 2015). Zhang et al. (2015)은 SCIAMACHY와 AIRS,

GOSAT의 이산화탄소 농도 자료를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서 운영하는 세계

온실가스관측센터(World Data Center for Greenhouse

Gases, WDCGG)의 지상 관측 값과 비교하여 위성별 관

측 기간과 범위에 대한 특징과 정확도를 분석하였고,

Miao et al.(2013) 또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정보를 제공

해주는 세 위성 자료를 온실 가스 관측위성 지상검증 네

트워크(Total Carbon Column Observing Network, TCCON)

자료와 비교하여 위성 자료별로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두연구는모두관측기간과관측범위및자료정확도

에서 AIRS의 정확도가 가장 높고 활용도가 높다고 분석

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연구결과는각위성자료의분

석기간이관측기간에따라서로다르고, 분석자료또한

가장 최근에 발사된 GOSAT 위성의 알고리즘이 개선

(Yoshida et al., 2013)되기이전의초기버전자료를기반으

로 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

확도 분석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위성에서 관측된 자료

의 분석 기간을 동일 관측 기간으로 제한한 후WDCGG

에서 제공되는 지상 관측 값과 비교하여 동북아시아에

서의AIRS와GOSAT에 대한 정확도를 재평가하고자 한

다. 이러한연구를통해지구온난화를나타내는대표인

자인 이산화탄소 농도분포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를 높이고 위성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2. 분석 자료 및 관측 원리

본 연구를 위해 이용된 자료는 크게 지상 자료와 위

성 자료로 나누어진다. 지상자료로는WMO의WDCGG

에서 제공되는 월별 이산화탄소 농도 자료(Conway and

Tans, 1999; Solar, 2014)를 이용하였다. 위성 자료는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Aqua 위성에 탑재된 Atmospheric Infrared

Sounder (AIRS) 자료와 일본항공우주국(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에서 개발 발사한GOSAT 위

성에 탑재된Thermal And Near infrared Sensor for carbon

Observation - Fourier Transform Spectrometer (TANSO-

FTS)에서관측제공되는이산화탄소자료를이용하였다.

1) 지상 자료

본 연구에서 이용된 지상 자료는WMO에서 운영 중

인 WDCGG에서 제공되는 전구 평균 이산화탄소 자

료와 동북아시아의 배경 대기를 감시하는 관측소인 충

청남도 태안의 안면도와 제주도 고산 관측소의 월별

평균 이산화탄소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제공되는 자료

는 각 지점별 관측소에서 규격화된 플라스크에 채집한

샘플 공기의 성분을 분석한 농도 값이다. 1968년 미국

해양대기청 지구시스템연구소 글로벌 모니터링부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Earth

System Research Laboratory - Global Monitoring Division,

NOAA/ ESRL-GMD)에서는 전구 관측 네트워크를 설

립하였고, 현재 6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200개 이

상의 글로벌 관측소에서 공기를 채집하여 온실 기체 등

의 가스 농도를 제공하고 있다(Conway and Tans, 1999;

Zhang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지역을 대표하는WMO의 지

역급 지구대기감시(Global Atmosphere Watch, GAW) 프

로그램 운영을 하는 서해안 안면도와 제주도 고산 관측

소 두 지역에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월평균 자료를 살

펴보았으며(KMA, 2013), 관측소에 대한 정보는 Table 1

과 같다. WMO/WDCGG에서 제공되는 두 관측소의 자

료 기간은 안면도가 199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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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for ground-based monitoring stations

Station code
Station location

Latitude(°) Longitude(°) Elevation(m)
Anmyeon-do 36.53 126.32 47

Gosan 33.17 126.10 72



15년, 고산이 2002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년간

의 자료가 활용 가능하다. Fig.1은 안면도와 고산에서

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관측 값을WMO/WDCGG

의 전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값과 비교한 것이다

(WMO, The World Data Centre for Greenhouse Gases,

http://www.wmo.int/pages/prog/arep/gaw/ghg.html).

Fig. 1의 전구 이산화탄소 월평균 농도 값은 WMO/

WDCGG에서제공되는 값을 이용하였으며(Y. Tsutsumi,

2009), 이 값은 전구WMO 표준 규격 또는 SIO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규격을따르는데이터만이용

하여 전구 이산화탄소 농도를 구한 것이다(Dlugokencky

et al., 2005).

2) 위성 자료

본연구에서이용된위성자료는AIRS와GOSAT이다.

NASA Aqua 위성에 탑재된 AIRS는 2002년 발사 이

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센서 중 하나로 매일 이산화탄

소 농도를 13.5 km 천저 지역 직경(nadir footprint diameter)

의 공간 해상도를 가진 전구 규모로 산출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지며, 그 정확도 또한 2 ppmv 이내로 알려져 있다

(Chahine et al., 2008). AIRS에서 제공되는 자료 중 본 연

구에서이용한자료는Level 3 (AIRS+AMSU v5)로 2002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제공되는남위 60도에서북위 90

도까지 관측된 월평균 자료이다(http://airs.jpl.nasa.gov/).

2009년 1월 일본 JAXA에서 개발되어 발사된 최초의

온실 가스 모니터링 위성인 GOSAT에 탑재된 두 개의

센서 중 하나인 TANSO-FTS (이하 GOSAT)는 주요 온

실 기체인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가지며(Kuze et al., 2009), GOSAT 위성은 매일 전구를

관측하는 Aqua와는 달리 3일에 한 번 전구를 관측하며

이산화탄소의 칼럼 농도를 약 10.5 km의 천저 지역 직

경의 공간 해상도로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GOSAT

의 Level 3 월평균 자료 중 가장 최근 버전 2.21의 자료를

2009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용하

였다(http://www.gosat.nies.go.jp/index_e.html/).

각 위성의 Level 3 자료가 가지는 공간 해상도는AIRS

가 2°× 2.5°(위·경도 격자), GOSAT이 2.5°× 2.5°(위·

경도 격자)이다. 위성 자료의 공간 해상도에 해당하는

전구 이산화탄소 분포 분석과 더불어 지상 관측 값과의

비교를위해안면도가위치(36.53°N, 126.32°E)한지점이

포함된 위성 관측 값을 안면도 관측 값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1) 전구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구에서의 변화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변

화 경향성을 먼저 비교해 보았으며, Fig. 1은 전구 월평

균 이산화탄소의 변화 경향과 동북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지구감시센터 중 하나인 안면도에서의 이산화탄

소 변화 경향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1984년 1월

부터 자료가 제공되는 전구 월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와

달리 안면도 관측소는 199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산화탄소 자료가 제공되어 본 연구에서는 안면도 자

료 제공 기간에 대한 전구와 안면도의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1999년 1월 368.71 ppm이

었던 전구 월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3년 12월

398.02 ppm으로 비슷한 계절 변동성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변화 추세는WMO에서 제공한 추

세 분석 값인 회색실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1750년 산업혁명 이

후 약 41% 증가했다는WMO 보고서와도 부합하는 결

과이다(Solar, 2014). 이와 더불어 1999년 1월 371.87 ppm

으로 관측된 안면도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3년

12월 405.50 ppm으로 약 33.63 ppm이 증가했다. 이는 같

은 기간 전구 평균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가 약 29.31

ppm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32 ppm 더 증가한 것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이 전구보

다 약 14.74%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북반구 동북아시

아에서의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전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반영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같

은 기간 전구의 연간 이산화탄소 증가율은 2.09 ppm/yr

였으며 안면도의 이산화탄소 증가율은 전구보다 0.31

ppm/yr 높은 2.40 ppm/yr으로, 이는 1958년부터 지금까

지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 가스 관측

소인Mauna Loa 관측소의 증가율이 1.40 ppm/yr라는 연

구 결과(Keeling and Whorf, 2005)보다 1.00 ppm/yr 더 높

은 증가 수치이다. 또한 추세선 분석에서도 199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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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구의 이산화탄소 증가 추세보다 1.52 ppm 높게 나

타나던 안면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3년과

2005년에 6.24 ppm과 6.36 ppm으로 그 격차가 벌어졌다

가 2008년과 2010년에 3.57 ppm과 3.23 ppm으로 줄어들

고 2011년부터 다시 전구 평균 증가 추세보다 5.01

ppm/yr 이상 높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Fig. 1).

이와 더불어 전구와 안면도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

의 계절 변동성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식생의 성장

과 활발한 광합성에 의해 여름에 낮고 식생의 영향이 없

는 겨울에 높아지는 분포를 보이는 1년 주기가 반복된

다. 최소 농도가 나타나는 8월의 경우 안면도의 이산화

탄소 농도는 전구와 거의 유사하거나 1999년을 제외하

고는 1.50 ~ 4.01 ppm 이내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였으

나, 최대 농도를 보이는 12월에는 전구 평균 농도보다

최대 10.90 ppm 높은 계절 변동성을 보였다. 이러한 안

면도에서의 이산화탄소의 계절 변동폭은 연도별로 조

금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 8.10 ppm 정도의 계절 변동폭

을 가지며 변화했으며, 이는 평균 4.40 ppm의 계절 변동

폭을 보이는 전구에 비해 그 변동폭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식생의 성장이 억제되는 겨울철 한반도

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동북아시아 내에서도 중국

의 풍하측에 위치한 안면도 관측소의 지리적 영향, 그

리고 관측소 주변의 식생 분포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추

정된다. 또한 전구관측 자료는 해양에서의 측정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식생의 영향이 그 연변동 폭에 적게 반

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름과 겨울의 뚜렷한 계절 변

동성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안면도 관측소의 지리

적인 영향이 식생의 성장 주기와 맞물려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Fig. 2는 AIRS와GOSAT에서 관측된 전구 평균 이산

화탄소 농도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운용 기간이 서

로 겹치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의 기간의 자료

를 평균한 결과이다. Fig. 2(a)는 AIRS에서 그리고 Fig.

2(b)는 GOSAT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의 농도이며,

GOSAT의 이산화탄소 농도 분포가 적도 주변을 제외

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AIRS보다 낮게 나타났다 .

GOSAT에서 관측된 2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부

분의 대륙과 북반구 해양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

로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 분포를 보인 반면, AIRS는 적

도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산화탄소 분포가 나타

나고 북반구 중위도 이상의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높

은 이산화탄소 농도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나는 원인으로는 이산화탄소를 관측하는 파장 및 산

출 알고리즘이 AIRS의 경우 15 μm 주변의 열적외선

(Thermal Infrared, TIR)으로 중부 대류권에서의 이산화

탄소 농도 산출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반해,

GOSAT의 경우는 1.6 μm의 근적외선(Shortwave Infrared,

SWIR) 파장을 이용하여 고도별 column 농도를 산출하

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Wei et

al., 2014). 이러한 센서와 알고리즘의 특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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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nthly CO2 concentration of global mean (black line), Anmyeon-do and Gosan (red line) (blue line) from 1999 to 2013. Gray,
light blue and dark red lines show the respective trend of monthly CO2 concentration, respectively. (Data source:WMO, The
World Data Centre for Greenhouse Gases, http://www.wmo.int/pages/prog/arep/gaw/ghg.html).



AIRS의 경우 고도별 관측 민감도를 나타내는Averaging

Kernel (AK)이 상층 200 hpa 이상에서만 관측 민감도가

1.0에서 약 0.6까지 떨어지고, 지면 근처에서는 0.8 ~ 1.

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GOSAT에 비해, AIRS는 하부

1000 ~ 700 hpa 이하에서 민감도가 0.1에서 0.5 사이로

같은 고도에서 가지는 GOSAT보다 그 실제 농도 값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다(Olsen, 2009; Yoshida et al.,

2011). 이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및 변화가 가장 많은 하

부 대류권에서의 식생의 영향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계

절 변동성이 GOSAT보다 적게 반영되는 AIRS가 북반

구 중위도 이상의 지역에서 GOSAT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 분포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 두 위성 각각의 전체 관측 기간에 대한 전구 평

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AIRS가 382.89 ppm, GOSAT이

389.46 ppm으로 나타났으나, 두 센서의 동일 관측 기간

인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전구 평균 이산

화탄소 농도는 AIRS가 390.05 ppm, GOSAT이 387.30

ppm으로AIRS가GOSAT보다 2.75 ppm 높게 나타났다.

Fig. 2에서 전구 규모의 이산화탄소 농도 분포를 살펴

보았다면, Fig. 3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 동북아시아(100-160°E, 20-60°N) 지역에서의

AIRS와 GOSAT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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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lobal average distribution of CO2 concentration retrieved (a) from AIRS and (b) from GOSAT from January 2010 to December
2011.

(b)

(a)



동일한 기간에 대해 비교하였다. 한반도의 안면도와 고

산 관측소가 포함된 영역인 동북아시아에서의 위성 자

료별 전체 운영 기간에 대한 평균 농도는AIRS가 383.49

ppm, GOSAT이 390.42 ppm으로 GOSAT이 AIRS보다

6.93 ppm 높게나타났으며, 동일한관측기간(2010년 1월 -

2011년 12월)의 동북아시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AIRS가 392.36 ppm, GOSAT이 388.75 ppm으로AIRS가

GOSAT보다 3.61 ppm 높게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관측 기간 동안 AIRS가 GOSAT보다 높게 관측된

전구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 비교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

러나, 같은 분석 기간 동안 AIRS가 GOSAT보다 2.75

ppm 높은 평균 값을 보였던 전구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약 1 ppm 정도 차이가 더 커진 것

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이산화탄소 농도 계절 변화성과 분포에서 차

이가 나는 두 위성의 관측 값은 그 정확도 평가를 위해

지상 관측 값과의 검증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지상 관측소인 안면도와

고산에서 측정된 이산화탄소 농도를 GOSAT과 AIRS

에서 동북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두 지상 관측소인 안

면도와 고산이 포함된 영역으로 이산화탄소를 평균하

여 지상 관측 값과 비교하였다(Fig. 4). Fig. 4에서는 안면

도와 더불어 고산에서도 연중 최대 18 ppm 이상의 계절

변동폭을 나타내며 이산화탄소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동북아시아에서 AIRS가 GOSAT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계절 변동폭을 보였다. 이는

GOSAT과 AIRS의 관측이 겹치는 기간인 2009, 2010,

2011년의 겨울과 여름 농도 값 비교를 통해서도 뚜렷하

게 나타난다. 이산화탄소의 계절적 변화 특징 중, 늦겨

울의 최대 농도는 두 위성의 관측 값이 유사한 반면 여

름의 최소 농도 값은 크게 차이가 난다. 이는 앞서 설명

했듯이 식생의 성장에 따른 광합성의 영향이 많은 여름

과 달리 겨울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겨울철 두 위성에서의 관측 값은 유사한 농도를 보

이는 것에 반해, 여름철 최소 값은 지표 근처에서 측정

민감도가 낮은 AIRS가 GOSAT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

다. 이와 같이 식생의 성장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변

화에 대한 계절적 특징이AIRS보다는 지표 근처에서 측

정 민감도가 더 높은 GOSAT에서 더 잘 반영된 결과이

다. 이렇듯 위성 간에도 고도별 관측 민감도에 따라 이

산화탄소 농도와 계절 변화 경향폭에서 차이가 나게 된

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 민감도가 높은 위성일지라도

위성과 지상 관측 값의 비교에서는 지상과 위성과의 월

별 농도 차이가 겨울에 최대인 것에 비해 여름에는 그

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것은 지표 민감도가 높은 위

성일지라도 대류권 고도에 따른 민감도가 지상에서의

샘플링 관측과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상 관측과 위성 관측이 겹치는 기간 중 하나인

2010년평균이산화탄소농도는안면도에서 400.09 ppm,

고산에서 398.09 ppm, AIRS에서 389.75 ppm, 그리고

GOSAT에서 386.86 ppm으로 나타났다. 고산에서의 관

측 값이 안면도에서의 값보다 약 2 ppm 정도 낮게 나타

난 것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계절인 1

월부터 3월까지의 관측 자료 부족에 따른 불연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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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verage distribution of CO2 concentration over
Northeast Asia retrieved (a) from AIRS and (b) from
GOSAT from January 2010 to December 2011.

(b)

(a)



반영된 때문이다. 두 위성의 관측 자료는 모두 지상 관

측 값보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전 기간에서 낮게 나타

났으며, 관측 기간 중 AIRS는 안면도 관측 값보다 평균

-7.32 ppm, GOSAT은 평균 -5.28 ppm 낮은 분포를 보였

다. 특히, AIRS는 겨울철 최대 -12.52 ppm, 여름철에는

최소 -0.004 ppm 낮게 농도를 보였으나, GOSAT은 겨울

철 최대 -8.73 ppm, 여름철에는 최소 -1.80 ppm 낮게 나

타났다. 이는 지상에서 공기를 채취해 농도를 측정하는

지상 관측 방식과 달리 지표와 대기층에서 반사되어 오

는 신호를 위성에서 측정해 이산화탄소의 대류권내 총

기둥밀도로 환산하는 산출 알고리즘의 한계와 지표 고

도에서의 정확한 관측이 어려운 위성 관측의 한계로 인

한 것이다. Burt et al.(2011)는 6개의 TCCON 사이트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농도보다GOSAT의 이산화탄소 농

도가 관측소별로 평균 0.21%에서 0.27% 정도 낮게 나타

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부합되는 결과

이다. 또한WDCGG에서 제공되는 플라스크 관측 자료

와 위성 관측을 비교한 Zhang et al.(2015)의 연구 결과에

서도위도별이산화탄소농도차이가AIRS와GOSAT에

서 각각 2 ~ 6 ppm, 6 ~ 14 ppm 낮게 산출되고 있다는 결

과와도 일관성을 보이며, Shim et al.(2011)은 GOSAT이

TCCON보다 2.3 ± 1.2%, WDCGG보다 약 2.0% 낮은 바

이어스를 보인다고 제시한 바 있다.

2) 한반도에서의 지상 관측값과 위성 관측값과의 비교

앞서 나타난 결과들에서 지상 측정 값은 위성에서 산

출된 값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센서의 고도별

관측 민감도에 따라 계절 변동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기간도 있었지만, 대체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아

지는 12월엔 약 -8 ppm 이상 위성 관측 값들이 낮게 관측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Fig. 4에서 분석한 안면도, 고산

의 지상 관측소 값과 AIRS, GOSAT에서 측정된 이산화

탄소 관측 값들을 상관계수 Root Mean Square Deviation

(RMSD), mean differences(bias)의 비교를 통해 비교해 보

았다.

          rxy =            (1)

                  RMSD =    ∑ Ni= 1 (yi _ xi)2                    (2)

                     bias(x) = ∑ Ni= 1 (yi _ xi)                       (3)

식 (1), (2), (3)에서 N은 자료의 수, xi 는 i 번째 관측의

지상 자료 값, yi 는 i 번째 관측의 위성 관측 자료의 값, 
_
x,

_
y 각각 지상과 위성에서의 관측 평균 값을 의미한다.

안면도에서 지상관측소와 AIRS에서 관측한 이산화

탄소의 농도를 비교한 결과 r은 0.737, RMSD는 8.574,

bias는 -7.316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관성을 보였으나,

1
N

∑ Ni= 1 (xi _
_
x)(yi _

_
y)

∑ Ni= 1 (xi _
_
x)2 ∑ Ni= 1 (yi _

_
y)2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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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thly CO2 concentration by flask sampling from 1999 to 2013 over Anmyeon-do (black line), and Gosan (blue line). Satellite
measurements over Anmyeon-do from AIRS (green line) and GOSAT (red line) are also shown. (Data source : Anmyeon-do
Gosan - WMO, The World Data Centre for Greenhouse Gases, http://www.wmo.int/pages/prog/arep/gaw/ghg.html, AIRS -
http://airs.jpl.nasa.gov/, GOSAT - http://www.gosat.nies.go.jp/index_e.html).



GOSAT은 비교 결과 r은 0.947, RMSD는 5.610, bias는

-5.280으로 AIRS보다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AIRS가 AK의 최대 값이 대류권 중·상부에 있어

GOSAT에 비해 계절 변동성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특

징으로 인한 것이다. 겨울보다 여름철 높은 상관성을 보

이는 AIRS와 달리GOSAT의 관측 값은 여름에 AIRS와

지상 관측 값보다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였다. 그

러나 식생에 의한 흡수가 줄어들고 난방으로 인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배출량이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하부

대류권에서의 민감도가 높은 GOSAT이 지상 관측 값

과 비슷한 계절 변동성을 가지며, 이는 전체적인 상관

성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GOSAT이

AIRS에 비해 계절 변동성을 잘 따라가는 특징이 상관

계수, RMSD, bias 모두에서 더 정확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Fig. 5, Table 2). 고산 지상관측소와

두 위성에서 관측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비교한 결과

AIRS에서 r이 0.755, RMSD가 8.306, bias가 -7.110,

GOSAT은 r이 0.932, RMSD가 6.147, bias가 -5.721로

안면도와 유사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Zhang et al. (2015)에서 AIRS가 GOSAT보다 전구 대부

분의 관측소에서 더 좋은 상관성을 가지는 결과와는 상

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GOSAT과 안면도에서의 0.947

이라는 높은 상관 계수는 안면도 지상 관측소와

GOSAT 자료를 비교한 Choi et al. (2014) 에서 분석한 R2

= 0.49보다 좋은 상관성이다. 이는 이전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버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GOSAT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온 알고리즘의 개선이 반

영된 결과이다(Yoshida et al., 2013; Choi et al., 2014).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요 대기질 감시

관측소인 안면도와 고산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

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추세 분석을 AIRS 위성과 비교

하여 수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이 지역에서 산출되는

위성의 이산화탄소 농도 값에 대한 정확도 분석을 수행

하였다. 관측이 시작된 1999년 1월 평균 이산화탄소 농

도가 371.87 ppm이었던 안면도 관측소에서의 이산화탄

소 농도는 2013년 12월 405.50 ppm으로 지난 1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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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stations according to locations corresponding to AIRS and GOSAT

Station
AIRS GOSAT

Correlation coefficients RMSD[ppm] Bias[ppm] Correlation coefficients RMSD[ppm] Bias[ppm]
Anmyeon-do 0.737 8.574 -7.316 0.947 5.610 -5.280

Gosan 0.755 8.306 -7.110 0.932 6.147 -5.721

Fig. 5. Comparisons of flask-sampled carbon dioxide concentration(ppm) at Anmyeon-do with AIRS and GOSAT at (a) Anmyeon-do
and (b) Gosan.



33.63 ppm 상승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구 평균 이산

화탄소 농도가 29.31 ppm 증가한 것보다 약 4 ppm 높은

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하는 대

표적인 위성 자료인 AIRS와 GOSAT에서의 대기 중 이

산화탄소 농도 값을 전구 규모와 동북아시아 규모로 살

펴보았다. 또한 두 위성 자료의 관측 값은 동북아시아

의 이산화탄소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관측소인 안

면도의 지상 관측 값과 비교하여 위성의 정확도를 평가

해 보았다. 이산화탄소의 계절적 변화 특징 중, 늦겨울

의 최대 농도는 두 위성의 관측 값이 유사한 반면 여름

의 최소 농도 값은 크게 차이가 나며, 이는 식생의 성장

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대한 계절적 특징이

AIRS보다는 지표 근처에서 측정 민감도가 더 높은

GOSAT에서 더 잘 반영된 결과이다. 그 결과 겨울철 두

위성에서의 관측 값은 유사한 농도를 보이는 것에 반해,

여름철 최소 값은 지표 근처에서 측정 민감도가 낮은

AIRS가 GOSAT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GOSAT과

AIRS의 관측이 겹치는 기간인 2009, 2010, 2011년의 겨

울과 여름 농도 값 비교를 통해서도 뚜렷하게 알 수 있

었다. 위성 간에도 고도별 관측 민감도에 따라 이산화

탄소 농도와 계절 변화 경향폭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이와 같이AIRS와GOSAT은 관측 주기와 관측 범위, 관

측 가능 고도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지

상 관측 값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부 대류권의 민감도가 높은 GOSAT이

AIRS보다 더 좋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GOSAT의 r이

0.947, RMSD가 5.610, bias가 -5.280으로 r이 0.737, RMSD

가 8.574, bias가 -7.316인 AIRS보다 모든 분석에서 정확

도가 높았다.

이산화탄소농도의증가추이는안면도가 2.40 ppm/yr,

고산이 2.47 ppm/yr, AIRS가 2.03 ppm/yr, GOSAT이

2.11 ppm/yr로 나타났다.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지정학

적 위치에 있는 한반도에서 관측된 자료들에 대한 분석

은 동북아시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농도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분

석을 통한 온실 가스의 정확한 이해는 기후 변화에 있

어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

용 가능하며, 향후 탄소 관련 정책 수립 및 결정에 있어

근거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는 고산 및

안면도 등의 관측소가WMO의 지역급GAW 관측소에

서 지구급 GAW 관측소로의 승급 및 지속적인 기후변

화 감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측소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가 될 것이다.

지상 관측 자료와 더불어 위성 자료의 활용은 지상

관측소로 한정되어 있는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에서 비교·제시했듯이 위

성 자료의 정확도 향상으로 향후 위성 관측을 통한 다

양한 분석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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