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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an algorithm to estimate Aerosol Optical Thickness (AOT) over small cities
during nighttime has been developed by using the radiance from artificial light sources in small cities
measured from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VIIRS) sensor’s Day/Night Band (DNB)
aboard the Suomi-National Polar Partnership (Suomi-NPP) satellite. The algorithm is based on Beer’s
extinction law with the light sources from the artificial lights over small cities. AOT is retrieved for cloud-
free pixels over individual cities, and cloud-screening was conducted by using the measurements from
M-bands of VIIRS at infrared wavelengths. The retrieved nighttime AOT is compared with the aerosol
products from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aboard Terra and Aqua
satellites. As a result,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ver individual cities range from around 0.6 and 0.7
between the retrieved nighttime AOT and MODIS AOT with Root-Mean-Squared Difference (RMSD)
ranged from 0.14 to 0.18. In addition, sensitivity tests were conducted for the factors affecting the nighttime
AOT to estimate the range of uncertainty in the nighttime AOT retriev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promising to infer AOT using the DNB measaurements over small cities in Korea at night. After
further development and refinement in the future, the developed retrieval algorithm is expected to produce
nighttime aerosol information which is not operationally available over Korea.
Key Words : Aerosol, Nighttime Aerosol Optical Thickness, Day Night Band

요약 : 이 연구에서는 Suomi-National Polar Partnership(Suomi-NPP) 위성에 탑재된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VIIRS) 센서의 Day/Night Band(DNB)로부터 측정된 인공광원 복사휘도 정보

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도시들에서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추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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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액체 또는 고체

상의 입자로서 다양한 크기로 전 지구에 분포하고 있다.

에어로졸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천식을 비

롯한 다양한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을 촉발하는

등의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환경보건학적으

로 중요하다(EPA, 2015). 또한 태양 및 지구복사 수지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물리 및 화학과정을 통한 구

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간접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

을 끼치는 등 기후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

나이다(Twomey, 1977; Kaufman et al., 2002; IPCC, 2013).

또한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황사뿐

만 아니라 최근 중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증가

하고 있는 에어로졸이 장거리 수송에 의해 태평양을 건

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McKendry et al.,

2001; Zhao et al., 2006). 이러한 에어로졸의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위성원격탐사 방법을 통해 관측된 에어로

졸 광학두께(Aerosol Optical Thickness, AOT)와 옹스트

롬 지수(Ångström Exponent)와 같이 에어로졸 입자크

기를 나타내는 모수 등의 자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원격탐사 방법을 활용한 에어로졸 광학두께 추정의

경우, 태양복사가 존재하는 주간에 태양복사의 산란, 흡

수 및 투과되는 정도를 이용하여 에어로졸 양을 측정하

고 있지만, 태양복사가 존재하지 않는 야간에는 에어로

졸 정보에 대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다. 야간에 광학

적인 빛의 산란을 원리로 하여 에어로졸을 관측하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LIDAR)와 같은 관측기기

가 존재하지만 국내외에 설치된 장비의 수가 제한적이

고, 자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장비의 운용

을 위한 인력의 소요가 크며, 고가인 장비에 국한되어

있어 야간 에어로졸 정보에 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기후강제력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야간 에어

로졸의 미세물리학적 특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야간 자

료의 제한으로 주간에 해당하는 에어로졸 자료만을 이

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Zhang et al., 2005; Zhao

et al., 2006), Zhang et al.(2011)은 지상 에어로졸 관측 장

비인 AErosol RObotic NETwork(AERONET; Holben et

al., 1998)자료와 모델결과의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비교

하는 연구에서 높은 예보 오차의 발생원인은 부분적인

야간 에어로졸 자료의 결측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국외에서는 야간 에어로졸 관측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기기를 이용하여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

를 산출하는 방법과 기술에 대한 몇몇 시도와 개발이 이

루어진 바가 있지만(예, Berkoff et al., 2011; Barreto et al.,

2013), 국내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예, 정명재, 2013). 따라서본연구에서는National

Polar-orbiting Partnership(Suomi-NPP)위성에 탑재된

Visible Infrared Imaging and Radiometer Suite(VIIRS)센서

의 야간 가시채널인Day/Night Band(DNB)로부터 측정

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몇몇 소도시에서의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제시

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된 알고리즘의 초기 결과를 검

증하고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 추정 오차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과 그에 따른 산출 불확도(uncertainty)를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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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에서는 야간에 도시의 인공광원들로부터 방출되는 빛을 광원으로하여 Beer의 복사 감쇠법칙이 이용되었

으며, VIIRS의 적외선 영역 M밴드 관측자료를 사용하여 구름화소를 제거함으로써 청천화소에 대하여 에어

로졸 광학두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 결과는 주간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MODIS) 센서로부터 산출된 자료와 비교·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도시에 따라

0.6~0.7이상의 상관계수와 0.14~0.18 범위의 제곱근-평균-제곱 차이(Root-Mean-Square Difference;

RMSD)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

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의 산출 오차의 범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야간에 DNB채널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으며, 개발된 알고리즘의 지

속적인 개발 및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국내에서 기존에 부족했던 야간 에어로졸 정보의 산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자료 및 방법

Suomi-NPP위성은NOAA와NASA에 의해 2011년 10

월에 발사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으며, 824 km고도에서

3,040 km 관측 폭을 가진 태양 동 주기 궤도 위성으로 오

전/오후 1시 30분에 적도부근을 통과하여 관측을 수행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VIIRS센서는 기존에 발사되

었던MODIS,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 Sea-viewing Wide Field-of-view Sensor(SeaWiFS)

와Operational Linescan System(OLS)센서로부터 파생되

었다(Cao et al., 2014). 이 센서는 0.4∼12 μm의 파장범위

에서 총 22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널에 따라

375∼750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야간 에어로

졸 광학두께 추정을 위하여 VIIRS센서의 IR M밴드와

DNB(700 nm)채널 자료를 사용하여 야간 에어로졸 광

학두께 추정을 수행하였다. M밴드의 공간해상도는 약

750 m인 반면, DNB채널에서의 공간해상도는 모든 관

측영역에서 약 742 m로 균질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Schueler et al., 2013; Walther et al., 2013).

연구영역은 좁은 공간영역에 많은 시설물이 밀집되

어 있는 한반도의 지형특성을 감안하여 장애물이 비교

적 적고 , 소도시가 많이 위치해 있는 강원도 지역

(36.5~38.5˚N, 127.5~129.5˚E)을 선택하였으며, 개발된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 알고리즘이 적용될 소규

모 도시로서 강릉 (37.76˚N, 128.90˚E), 영월 (37.18˚N,

128.47˚E), 춘천(37.87˚N, 127.74˚E)의 3개 도시지역을 선

정하였다(Fig. 1). 소도시의 경우 주변의 산란광에 의한

효과의 정량화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DNB 채널의 검정 정확도가 높은 low gain 영역에 해당

하는 관측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기간은 2013~2014년 4월∼10월의 자료로, 2013

년 여름철(6∼8월)의 자료는 Stray-light 문제로 인해 사

용하지 않았으며, 겨울철(11∼3월)은 DNB채널에서 적

설에 의한 지표면 알베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Suomi-NPP위성의

VIIRS 자료는NOAA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CLASS

(Comprehensive Large-array Stewardship System)에서 제

공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http://www.class.noaa.gov/).

본 연구에서DNB채널을 이용하여 야간 에어로졸 광

학두께를 추정하기 위하여 Beer의 법칙을 활용하였다.

즉, 도시의 인공광원으로부터 방출된 복사는 매질인 지

구 대기를 투과하면서 공기분자에 의한 레일리

(Rayleigh) 산란, 에어로졸에 의한 산란 및 흡수, 그리고

기타 기체 성분들에 의한 흡수에 따라 대기 상단까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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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locations of the three small cities (Chuncheon [C.C.], Gangneung [G.N.], and Youngwol [Y.W.]) in the domain area for this
study to retrieve nighttime aerosol optical thickness superimposed with a scene from Suomi-NPP/VIIRS/DNB measurements.



달될 수 있는 양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Beer의 법칙

을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 Johnson et al., 2013).

       (1)

위 식(1)에서 좌변의 τλ
tot, aerosol은 야간 에어로졸의 총

광학두께이며, 우변의 Iλ
SAT, aerosol, Iλ

SAT, clear, Iλ́
SAT, aerosol, mr

은 에어로졸이 존재할 때 인공적인 도시 불빛에 의해 방

출되어 위성에 도달하는 복사휘도, 맑은 날 인공광원에

의해 위성에 도달하는 복사휘도, 배경지역에서 위성에

도달하는 복사휘도와 상대광학공기질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Iλ
SAT, clear는 각각의 도시에서 선택된 맑은 날

들의 청천 복사 휘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Kasten

(1966)의 식 (2)를 통해 mr을 계산하였다. 또한 위성 천정

각에 따른 복사휘도와 에어로졸에 의해 산란된 복사효

과를 보정해 주기 위한 C, k인자를 고려하였다( Johnson

et al., 2013).

           mr = [cosθz + 0.15(93.885 _ θz)
_1.253]

_1             (2)

C는 각 도시별 위성천정각에 따른 보정항으로 위성

천정각과 복사휘도의 관계를 이용한 회귀식에 의해 계

산되어진다. 산란복사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k인자는

6SV 복사모델(Kotchenova et al., 2008)을 통해 획득하였

다. 이 때,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0.0~1.5(N=19)로 설정

하고 에어로졸 모델을 사막, 바이오매스연소, 도시, 해

양성, 대륙성 모델을 고려해 주었으며, Fig. 2와 같은

DNB 파장별 반응함수(spectral response function)를 적

용하여 6SV모델에서 산출된 총 태양복사량과 직달 태

양복사량의 비를 통하여 계산되었다. DNB는 약 500~

900 nm의 파장범위에 대해 유의한 반응도를 가지고 있

으며, 중심파장은 약 700 nm에 해당된다. 이 때, 본 연구

에서는 k인자를 적용하기 위해서 Johnson et al.(2013)의

k인자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된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

께를 이용한 방법과 유사하게, k인자와 C인자의 보정

없이 산출된 초기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입력 자료

로 이용하여 내삽을 통해 산란복사 보정항인 k인자가

계산되어 진다.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구름

이 없는DNB채널의 청천화소를 확보해야하며 이를 위

해 구름화소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VIIRS센서

의 IR M-band와 DNB 관측자료의 공간해상도에 차이

가 존재한다. 따라서 최근린내삽법(Nearest Neighbor

interpolation method)을 통해 공간해상도를 일치시켜 주

었다. IR M-band (M12 at 3.7 μm, M14 at 8.55 μm, M15 at
10.76 μm, M16 at 12.01 μm)관측으로부터 밝기온도

(brightness temperature)를 각각 계산하고, 월별로 구름

과 청천화소를 구분하는 밝기온도의 경계값을 정하여

야간 구름화소를 탐지·제거함으로써 DNB영상에서

청천화소를 확보하였다. 또한 야간에는 달의 위상, 지구

와의 거리, 공전주기 등에 따라 월광이 변화하면서 지

면에서 반사되어 측정되는 복사휘도가 달라진다. 따라

서 월광에 의한 영향을 제거해 주기 위하여 인공광원이

τλ
tot, aerosol ≈ _ In ( ) / mr

k (Iλ
SAT, aerosol _ Iλ́

SAT, aerosol)
C Iλ

SAT,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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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ormalized spectral response function for VIIRS DNB aboard Suomi-NPP.



존재하지 않는 남북 휴전선 부근(38.39˚N, 128.04˚E)을

배경지역으로 선택하여 월광의 지면반사 효과를 보정

해 주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추정된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검증하기 위한 독립적인 자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야간에 LIDAR 기법을 이용

하여 관측을 수행하는 CALIPSO 자료를 획득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직하점 부근의 지역만 관

측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연구기간동안 각 도시별 20 km

이내의 자료가 영월에서 28개와 강릉에서 1개만을 확

보할 수 있었다. 또한, CALIPSO 관측으로부터 추정된

에어로졸 자료를AERONET 및MODIS 등의 에어로졸

자료와 비교·검증한 기존 연구결과에서 CALIPSO

AOT자료가 대다수의 지역에서 0.7미만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거나 장기간 평균된 자료 또한 20~40%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등 검증자료로 활용되기 전에 해당 자

료의 추가적인 검증과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Schuster et al., 2012; Ma et al., 2013; Bibi et al., 2015).

Berkoff et al.(2011)은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검증하

기 위한 자료로 주간의 AERONET 자료를 이용하여 검

증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기간에 강릉, 영월, 춘천 지역

에서의 AERONET자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지상 AERONET과의 비교에서 신뢰도가 잘

알려진 MODIS Level 2 Aerosol (MOD04/MYD04)자료

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에어로졸 광학두께 검증을 수

행하였다. 검증자료로 사용한 MODIS센서는 Terra와

Aqua위성에 탑재되어 오전/오후 10시 30분과 1시 30분

에 각각 적도부근을 통과하여 전 지구를 관측한다.

MODIS Terra/Aqua에서 각각 산출된 에어로졸 광학두

께 자료와 지상 AERONET 자료의 비교에서는 Terra

(R=0.91)과 Aqua(R=0.90)로 모두 상관성이 크게 나타나

므로(Levy et al., 2010) 주간의 이 두 자료를 이용하여 간

접적인검증을시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MODIS

에어로졸광학두께자료의산출정확도는±(0.05+20%)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Levy et al., 2013; Hsu et al.,

2013; Sayer et al., 2013).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

즘은 AERONET AOT 산출과 유사하게 Beer의 복사법

칙에 기반하고 있어 광원 밝기의 정확도와 대기의 투과

율에 영향을 끼치는 에어로졸 이외 성분들의 영향이 산

출 정확도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

므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 및 민감도 실험을 통

하여 알고리즘의 불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3. 결 과

1)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소도시지역인 강릉, 영월,

춘천 도시를 중심으로DNB의 9개 화소(각 도시를 중심

으로 한 인근의 3×3 화소)의 관측결과를 평균한 자료를

사용하여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τ700 nm
DNB, 3pix)를 산출하였

고, 평균에 사용된 화소수가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도시 중심 주변

25(=5×5)개 화소를 평균하여 산출된 야간 에어로졸 광

학두께(τ700 nm
DNB, 5pix)를 사용하였다. 또한 6SV 복사모델의 에

어로졸 모델 설정을 달리하여 구한 k 인자 값들을 사용

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가정된 에어로졸 모델이 에어

로졸 광학두께 산출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

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도시에 가장 적절한 에

어로졸 모델을 선택하였다.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

출 비교결과에서 위성천정각(C)과 산란복사(k)를 보정

한 결과가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야간 에어로졸 광학

두께를 추정하였을 경우에 비해 상관계수와 RMSD가

모두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때, k인자에 영향을 주

는 에어로졸 설정으로는 사막, 바이오매스연소, 도시,

해양성, 대륙성 모델을 선택하여 비교하였으며, 야간 에

어로졸 광학두께 산출에 대한 비교결과는 강릉에서 산

출된 5×5 AOT의 해양성 모델을 제외한 모든 결과에서

도시모델을 선택하였을 때의 결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위성천정각과 산란복사에 대한 보정을

고려하여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산출해야할 것으

로 판단된다. 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에어로졸 모델

로써 도시 모델을 선택하여 식 (1)을 이용한 야간 에어

로졸 광학두께의 산출 사례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은 2014년 5월 30일 주간 04시 55분(UTC)에

Aqua위성MODIS센서의 에어로졸 자료인 650 nm 파장

영역에서 산출된 에어로졸 광학두께와 다음날인 31일

주간 02시 20분(UTC)에 Terra위성 MODIS센서에서 산

출된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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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강릉, 영월과 춘천 지역을 원으로 표현하였다. 이

는 5월 30일 17시 32분(UTC)에 DNB 관측 자료를 통해

산출된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로 검은색영역의 작은

원을 3×3AOT(τ700nm
DNB, 3pix), 하얀색영역의큰원을 5×5AOT

(τ 700nm
DNB, 5pix)로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원에 해당되는 색깔

은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값을 의미한다. 위 사례

는 30일 주간(Aqua/MODIS)에 중국으로부터 수송되어

온 미세먼지가 휴전선 부근에 걸쳐 지나간 이후, 다음

날 오전(Terra/MODIS)인 5월 31일에 상대적으로 낮은

에어로졸 광학두께 값을 갖는 사례이며, 동해안의 sun

glint로 인하여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산출되지 않았다.

이 사례로부터 미세먼지가 지나간 이후 야간에DNB채

널로부터 산출된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약 0.2~0.3의 값

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고농도의 에어로졸이 수송되어 올 때,

주간과 야간의 야간에어로졸 광학두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주간에 산출

된 에어로졸 광학두께 자료를 이용하여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비교하기 위해서 VIIRS센서의 관측 시간

을 기준으로 당일 가장 가까운 시간에 관측하는 Aqua/

MODIS와 다음날 오전 Terra/MODIS에서 산출된 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평균값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증

하였다.

Fig. 4는 2014년 4월 22과 10월 7일, 8일 강릉의 Terra와

Aqua에서 산출된 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와DNB채널

에서 산출된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τ 700nm
DNB, 3pix, τ 700nm

DNB, 5pix)

의 시계열 그림으로 약 24시간 이내의 에어로졸 광학두

께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

께의 변화는 전후에 관측된 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 값

들 사이에 분포하며 이러한 값들이 변동성 범위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야간 관측 전

후에 획득된 주간 관측 자료들을 이용하여 야간 에어로

졸 광학두께를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Fig. 5은 연구기간동안 영월지역에서의 에어로졸 광

학두께에 대한 시계열을 나타낸 그림으로 회색원은 주

간에 Terra와 Aqua의 MODIS에서 산출된 에어로졸 광

학두께이며, 노란색 세모는 야간에 CALIPSO에서 산

출된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 그리고 붉은색 별표는

DNB채널에서 산출된 τ 700nm
DNB, 3pix를 의미한다. 위 그림으로

부터 τ 700nm
DNB, 3pix가 주간 τ 650nm

MODIS, avg의 시계열 변동범위에 비

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CALIPSO자료는

자료수의 제약으로 다른 위성에서 산출된 에어로졸 광

학두께와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후 결과에서는 연구기간에 해당되는 도시별 야간에어

로졸 광학두께를 야간 관측 전후의 주간에 관측된 에어

로졸 광학두께 값들(Terra/Aqua MODIS)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이용하여 비교·검증하였다.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2, No.2, 2016

–78–

Fig. 3. The maps of AOT at 650 nm over Gangwon-do area observed from Aqua/MODIS at 04:55 UTC, 30 May 2014 (left) and
Terra/MODIS at 02:20 UTC, 31 May 2014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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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s of temporal variation of AOT (at 650 nm; gray circles) observed from MODIS aboard Terra and Aqua during daytime
and AOT (at 700 nm; pink and red asterisks) of VIIRS DNB aboard Suomi-NPP during nighttime over Gangneung.

Fig. 5. Time series of daytime AOT (at 650 nm) from MODIS aboard Terra and Aqua over Youngwol (gray circles). Superimposed
are nighttime AOT estimates from CALIPSO (at 532 nm; yellow triangles) and from Suomi-NPP/VIIRS DNB (red asterisks) for
the period between 2013 and 2014.



Fig. 6은 에어로졸 모델의 비교 결과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졌던 도시 에어로졸 모델을 통해 계산된 도

시별 τ 700 nm
DNB, 3pix와 주간에 MODIS에서 산출된 650 nm에

서의 에어로졸 광학두께 평균값(τ 650 nm
MODIS, avg)을 비교한

그림으로 강릉 (검은색), 영월 (빨강색), 춘천 (파랑색)

을 나타낸다. x축은 DNB채널에서 산출된 τ 700 nm
DNB, 3pix이

며, y축은 Suomi-NPP위성을 기준으로 당일 오후 Aqua

에서 산출된 에어로졸 광학두께와 다음날 오전 Terra

에서 산출된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평균값(τ 650 nm
MODIS, avg)을

나타내었다. error bar는 Suomi-NPP위성이 지나가기

±1일 이내의 시간범위에서 Terra와 Aqua위성에 탑재

된 MODIS로부터 산출된 에어로졸 광학두께 자료들

에 대한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이는 약 24시간 동안 에

어로졸 광학두께의 전반적인 변화정도를 의미하게 된

다.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도시별 상관계수

와 RMSD는 강릉(0.53, 0.156), 영월(0.60, 0.150), 춘천

(0.61, 0.180)과 소도시(0.57, 0.165)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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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atter plots for VIIRS DNB retrieved nighttime AOT at 700 nm using the urban aerosol model versus the averaged MODIS
AOT at 650 nm in Gangneung (black), Yeongwol (red), Chuncheon (blue). To retrieve DNB nighttime AOT, DNB data for 3×3
pixels were averaged. Error bars stand for the standard deviation of AOT values taken from MODIS aboard Terra and Aqua
during daytime before and after the nighttime VIIRS/DNB observations.



Fig. 7은 5×5평균된 화소에서 산출한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τ 700 nm
DNB, 5pix)와MODIS 평균 주간 에어로졸 광학

두께(τ 650 nm
MODIS, avg)의 산포도를 보여주며, 도시별 상관계수

와 RMSD는 각각 강릉(0.61, 0.158), 영월(0.45, 0.158), 춘

천(0.73, 0.181), 소도시(0.64, 0.168)로 분석되었다. Fig. 6

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강릉과 춘천지역은 3×3 평

균된 화소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5×5 평균된 화소를 사

용하였을 때의 상관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RMSD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영월의 경우에는 상관계수는 감소하고, RMSD는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도시별로 선택

된 화소영역에 대해 야간 인공광원 강도를 정할 때 발

생할 수 있는 불확도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인공광원의 강도가 매우 작은 도시 지역에서는 화

소범위를 너무 줄이게 되면 도출된 인공광원의 강도의

불확도가 증가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도시에 따라 적절한 공간범위를 포함하는 화소

들을 야간 광학두께 산출에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의 불확도

본 연구에서는 배경지역, 청천 복사휘도, k인자, 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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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ame as in Fig. 6 except that 5×5 DNB pixels were used to retrieve nighttime AOT.



기(H2O)와 오존(O3)에 따른 오차로 인한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의 불확실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민

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배경지역의 복사휘도에

대한 민감도 실험으로써 배경지역의 공간 범위를 하나

의 화소, 3×3 화소, 5×5 화소의 평균 복사휘도로 범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불확도(uncertainty)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결과를

RMSD로 나타냈으며, 강릉(0.001~0.002), 영월(0.005~

0.008), 춘천(0.001~0.002)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영월지역에 강릉과 춘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영월이 다른 도시에 비하여 도시의 복사휘도도 상

당히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산출된 것

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청천 복사휘도에 대한 민감도 실험으로 각

도시별 평균된 청천 복사휘도를 기준으로 ±1σ에 대한

변화를 주었다. 이에 대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청천 복사휘도를 증가시켰을 경우, 강릉, 영

월, 춘천의 도시 모두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0.1미

만의 불확실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청천 복사

휘도를 감소시켰을 경우 0.12이상의 불확실성을 보이

며, τ 700 nm
DNB, 3pix보다 τ 700 nm

DNB, 5pix에서의 불확실성이 더 큰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천 복사휘도 값이 야간 에어

로졸 광학두께 산출에 비교적 큰 오차를 야기시킬 수 있

다고 판단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후 연구에서 더

욱 많은 자료를 사용하여 청천 복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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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uncertainty in retrieved τλaerosol due to the uncertainty in the clear radiance (I λSAT, clear) for each city

Location
±1σ relative to mean

I λ
SAT, clear

I λ
SAT, clear + 1σ I λ

SAT, clear _ 1σ

τ 700 nm
DNB, 3pixel τ 700 nm

DNB, 5pixel τ 700 nm
DNB, 3pixel τ 700 nm

DNB, 3pixel

Gangneung ±16% 0.094 0.070 0.158 0.176
Yeongwol ±13% 0.080 0.080 0.127 0.181
Chuncheon ±15% 0.092 0.062 0.134 0.139

Fig. 8. The differences of AOT when different aerosol models were used against the AOT based on the urban aerosol model. 3×3
DNB pixels were used to retrieve AOT.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k인자에 대한 민감도 실험으로써 이전

의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가졌던 도시 에어로졸 모델을

중심으로 각각 다른 에어로졸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산출된 τ 700 nm
DNB, 3pix하여 이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

다. Fig. 8은 에어로졸 모델 설정에 의해 결정되는 k인

자에 따른 변화가 야간 에어로졸 광학깊이 산출에 미

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도시 에어로졸 모델을 고려하

여 산출된 에어로졸 광학깊이와 다른 에어로졸 모델에

서 산출된 야간 에어로졸 광학깊이의 차이를 보여준

다. 이 그림에서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증가할수

록 다른 에어로졸 모델에서 산출된 에어로졸 광학두께

의 차이의 절대값은 점차 증가하며 음의 기울기를 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모든 도시에서 서로 비슷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모델

에 따라서 기울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Table 2에 정리하였으며, Table 2

의 결과에서 음의 기울기를 갖는 것은 도시 에어로졸

모델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흡수성이 크

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광흡수성이 큰 에어

로졸 모델을 이용하여 산란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는

경우, 복사휘도 값에 미치는 산란광의 영향이 광흡수

성이 작은 에어로졸 모델을 사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

로 더 작기 때문에 DNB채널에서 관측된 도시 불빛의

직달성분이 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도시에어로졸 모델일 경우 k인자의 값이

가장 컸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큰 에어로졸 광학두께 값을 산출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증기와 오존의 영향이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파악하고자하였

다. 각각의 수증기량과 오존량에 대한 기준을 0.0 g/cm2,

0.0 atm-cm으로 고정하고 수증기와 오존을 1.0 g/cm2와

0.5 atm-cm씩 증가시켜 가며 이에 따른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때, 산출된 야간 에어

로졸 광학두께는 식(1)에서 추가적으로 수증기와 오존

광학두께를 고려한 결과이며, 각각의 광학두께는 6SV

모델에서 얻은 투과율과 상대광학수증기량 (Kasten,

1966), 상대광학오존량 (Robinson, 1966)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이에 대한 민감도 실험 결과는 Table 3에 나타

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수증기와

오존의 영향을 고려하여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산

출하였을 때 미세하게 상관성이 향상됨을 보였다.

Table 3의 결과에서 수증기량과 오존량이 증가 할수

록 야간 에어로졸 산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증기가 오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불확실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에어로졸 광학두

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값이며, 청천 복사휘

도와 k인자에 의한 영향에 비하여 야간 에어로졸 광학

두께 산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매우 작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 추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민감도 실험의 결과는 k인자, 청천 복

사휘도, 수증기, 오존, 배경지역의 순으로 야간 에어로

졸 광학두께 산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작다고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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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uncertainty in retrieved τλaerosol due to uncertainty in k factor depending on aerosol optical property models against the
results when the urban aerosol model was employed

Aerosol Model Desert Biomass burning Maritime Continental
Systematic Difference _0.211×AOT _0.147×AOT _0.264×AOT _0.119×AOT

Table 3.  The uncertainty in retrieved τλaerosol due to unaccounted variations of precipitable water vapor and total ozone amounts

Precipitable water vapor 1 g/cm2 2 g/cm2 3 g/cm2

Uncertainty in τ λ
aerosol (RMSD) 0.020~0.022 0.035~0.036 0.045~0.048

Total ozone 0.25 atm _ cm 0.30 atm _ cm 0.35 atm _ cm

Uncertainty in τ λ
aerosol (RMSD) 0.012~0.013 0.0145~0.0151 0.017~0.018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uomi-NPP위성에 탑재된 VIIRS센서

의DNB에서 관측되는 도시 인공광원의 복사휘도를 이

용하여 우리나라 소도시들(강릉, 영월, 춘천)에서의 야

간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추정하고 이를 VIIRS 야간 관

측 전후의 주간에 획득된 MODIS 에어로졸 광학두께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야간 에어로졸 광

학두께 산출에 있어 맑은 날들의 도시별 복사휘도의 평

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월광에 의한 복사휘도, 위성천정

각과 도시 에어로졸 모델설정을 통한 산란복사의 보정

이 이루어져야 보다 나은 산출물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강릉과 춘천도시에서는 5×5 평균된 화소에

서 산출된 야간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3×3 평균된 화소

에서 산출된 에어로졸 광학두께에 비해 더 나은 상관성

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비교적 작은 도시크기

를 갖는 영월은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각각의 도시 크기에

따른 적절한 공간범위를 결정한 후 야간 에어로졸 광학

두께를 추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산란복사에 따른 k인

자, 청천 대기의 복사휘도 결정이 야간 에어로졸 광학

두께 산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극궤도 인공위성에 탑재된 수동형 가시-근

적외선 채널 관측을 통해 야간의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산출에 적용하는 초기 연구이지만 국내에서 시도된 많

지 않은 야간의 에어로졸 광학두께 추정관련 연구로서

향후 활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

다. 향후 충분히 많은 자료를 이용한 청천 대기 복사휘

도의 결정과 도시 규모 및 광원 특성, 시간에 따른 인공

광원의 변동성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연구개발이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 사

이논문은 2015년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용

역과제 복사/에어로졸 알고리즘 개발(EA20151584)과

강릉원주대학교 전일제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으로 수

행되었습니다. 본연구에서사용한MODIS 에어로졸자

료를 제공해준 미국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

와 VIIRS 자료를 제공해준 NOAA CLASS에 감사드립

니다.

감사의 글

이 연구를 지도해 주신 정명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

사의 마음을 전하며, 주신 가르침과 말씀, 따뜻함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Reference

Barreto, A., E. Cuevas, B. Damiri, C. Guirado, T.
Berkoff, A.J. Berjon, Y. Hernandez, F. Almansa,
and M. Gil, 2013. A new method for mocturnal
aerosol measurements with a lunar photometer
prototype, Atmospheric Measurement Techniques,
6: 585-598, doi:10.5194/atm-6-585.

Berkoff T.A., M. Sorokin, T.F. Eck, R. Hoff, E. Welton,
and B. Holben, 2011. Nocturnal Aerosol Optical
Depth Measurements with a Small-Aperture
Automated Photometer Using the Moon as a
Light Source, Journal of Atmospheric and
Oceanic Technology, 28: 1297-1306.

Bibi, H., K. Alam, F. Chishtie, S. Bibi, I. Shahid, and
T. Blaschke, 2015. Intercomparison of MODIS,
MISR, OMI, and CALIPSO aerosol optical
depth retrievals for four locations on the Indo-
Gangetic plains and validation against
AERONET data, Atmospheric Environment, 111:
113-126.

Cao, C., F.J. DeLuccia, X. Xiong, R. Wolfe, and F.
Weng, 2014. Early On-Orbit Performance of the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Onboard the Suomi National Polar-Orbiting
Partnership (S-NPP) Satellite,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52(2):
1142-1156.

EPA, 2015. PM Centers, http://www.epa.gov/ncer/
science/pm/centers.html, Accessed on 2 October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2, No.2, 2016

–84–



2015.
Holben B.N., T.F. Eck, I. Slutsker, D. Tanre, J.P. Buis,

A. Setzer, E. Vermote, J.A. Reagan, Y. Kaufman,
T. Nakajima, F. Lavenu, I. Jankowiak, and A.
Smirnov, 1998. AERONET - A federated
instrument network and data archive for aerosol
characterization,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66: 1-16.

Hsu, N.C., M.-J. Jeong, C. Bettenhausen, A.M. Sayer,
R. Hansell, C.S. Seftor, J. Huang, and S.-C.
Tsay, 2013. Enhanced Deep Blue aerosol
retrieval algorithm: The second generation,
Journal of the Atmospheric Sciences, 118: 9296-
9315, doi:10.1002/jgrd.50712.

Jeong, M.-J., 2013. Retrieval of Atmospheric Optical
Thickness from Digital Images of the Moon,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29(5): 555-
568(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Johnson, R.S., J. Zhang, E.J. Hyer, S.D. Miller, and
J.S. Reid, 2013. Preliminary investigations
toward nighttime aerosol optical depth retrievals
from the VIIRS Day/Night Band, Atmospheric
Measurement Techniques, 6: 1245-1255,
doi:10.5194/amt-6-1245.

Kasten, F., 1965. A new table and approximate formula
for relative optical air mass, Archiv für
Meteorologie, Geophysik und Bioklimatologie,
Serie B, 14(2): 206-223.

Kaufman, Y.J., D. Tanrè, and O. Boucher, 2002. A
satellite view of aerosols in the climate system,
Nature, 419(6903): 251-223.

Kotchenova, S.Y., E.F. Vermote, R. Levy, and A.
Lyapustin, 2008. Radiative transfer codes for
atmospheric correction and aerosol retrieval:
intercomparison study, Applied Optics, 47(13):
2215-2226.

Levy, R.C., L.A. Remer, R.G. Kleidman, S. Mattoo, C.
Ichoku, R. Kahn, and T.F. Eck, 2010. Global
evaluation of the Collection 5 MODIS dark-
target aerosol products over land,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ics, 10(21): 10399-10420.
Levy, R.C., S. Mattoo, L.A. Munchak, L.A. Remer,

A.M. Sayer, F. Patadia, and N.C. Hsu, 2013.
The Collection 6 MODIS aerosol products over
land and ocean, Atmospheric Measurement
Techniques, 6: 2989-3034.

Ma, X., K. Bartlett, K. Harmon, and F. Yu, 2013.
Comparison of AOD between CALIPSO and
MODIS: significant differences over major dust
and biomass burning regions, Atmospheric
Measurement Techniques, 6: 2391-2401.

McKendry, I.G., J.P. Hacker, R. stull, S. Sakiyama, D.
Mignacca, and L. Reid, 2001. Long-range
transport of Asian dust to the Lower Fraser
Valley, British Columbia, Canada, Journal of the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 106(D16):
18361-18370.

Robinson, N., 1966. Solar Radiation, American Elsevier,
New York.

Sayer, A.M., N.C. Hsu, C. Bettenhausen, and M.-J.
Jeong, 2013. Validation and uncertainty
estimates for MODIS Collection 6 “Deep Blue”
aerosol data, Journal of the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 118(14): 7864-7872,
doi:10.1002/jgrd.50600.

Schueler, C.F., T.F. Lee, and S.D. Miller, 2013. VIIRS
constant spatial-resolution advantag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mote Sensing, 34:
5761-5777.

Schuster, G.L., M. Vaughan, D. MacDonnell, W. Su, D.
Winker, O. Dubovik, T. Lapyonok, and C.
Trepte, 2012. Comparison of CALIPSO aerosol
optical depth retrievals to AERONET
measurements, and a climatology for the lidar
ratio of dust, Atmospheric Chemistry and
Physics Oiscussions, 12(5): 11641-11697.

Stocker, T.F., D. Qin, G.-K. Plattner, M. Tignor, S.K.
Allen, J. Boschung, A. Nauels, Y. Xia, V. Bex
and P.M. Midgley, 2013.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Estimation of nighttime aerosol optical thickness from Suomi-NPP DNB observations over small cities in Korea

–85–



Working Group 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Twomey, S.A., 1997. The influence of pollution on the
shortwave albedo of clouds, Journal of the
Atmospheric Sciences, 34: 1149-1152.

Walther, A., A.K. Heidinger, and S. Miller, 2013. The
expected performance of cloud optical and
microphysical properties derived from Suomi
NPP VIIRS day/night band lunar reflectance,
Journal of the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
118(13): 13230-13240, doi:10.1002/2013JD020478.

Zhang, J., A.S.A. Christopher, L.A. Remer, and Y.J.
Kaufman, 2005. Shortwave aerosol radiative

forcing over cloud-free oceans from Terra: 2.
Seasonal and global distributions, Journal of the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 110(D10):
doi:10.1029/2004JD005009.

Zhang, J., J.R. Cmpbell, J.S. Reid, D.L. Westphal, N.L.
Baker, W.F. Campbell, and E.J. Hyer, 2011.
Evaluating the impact of assimilating CALIOP-
derived aerosol extinction profiles on a global
mass transport model,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38: L14801, doi:10.1029/2011GL047737.

Zhao, T.L., S.L. Gong, X.Y. Zhang, -P. Blanchet, I.G.
McKendry, and Z.J. Zhou, 2006. A Simulated
Climatology of Asian Dust Aerosol and Its
Trans-Pacific Transport. Part I: Mean Climate
and Validation, Journal of climate, 19(1): 88-103.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2, No.2, 2016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