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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presents the method for deriving surface visibility from satellite retrieved AOD.
To do this the height of aerosol distribution is required. This distribution would be in this study represented
by the two heights; if there is a discrete atmospheric layer, which is physically separated from the above
layer, the upper height of the layer is assumed as Aerosol Layer Height(ALH). In this case there is clear
minimum in the Relative Humanity vertical distribution. Otherwise PBLH(Planetary Boundary Layer
Height) is used. These heights are obtained from the forecast data of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RDAPS). The surface visibility is estimated from MODIS AOD and ALH/PBLH,
using Koschmieder’s Law for ALH and the empirical relations for PBLH. The estimated visibility are
evaluated from the visibility measurements of 9 eve-measurement stations and 17 PWD22 stations for
the spring of 2015 and 2016. Verification of the estimated visibility shows that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statistical verification value depending on stations, years, morning(Terra)/afternoon(Aqua).
The better results are shown in the midwest part of korean peninsula for Terra of 2016.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correlation coefficients of higher than 0.65, for low visibility RMSE of 3.62 km and ME
of 2.29 km or less, POD of higher than 0.65 and FAR of 0.5 or less. Verification results were better with
increase in the number of low-visibility data.
Key Words : Visibility, AOD, PBLH, ALH, extinction coefficient, MODIS, RDAPS

요약 : 이 연구에서는 위성의 AOD를 이용하여 지면 시정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시정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에어로졸의 분포 고도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에어로졸의 분포 고도를 이용하여 시정

을 산출하였다. 하나는 대기층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경우로 물리적으로 아래와 위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

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분리된 층의 상한 고도를 에어로졸 층 고도(Aerosol Layer Height: ALH)로

가정하였으며 상대습도의 연직분포에서 뚜렷한 최소값이 나타나는 고도로부터 찾았다. 다른 하나는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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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면에서 시정감소는 빛이 대기 중 부유물질(에어로

졸, 수증기 등)에 의해 산란, 흡수되면서 발생한다. 이 가

운데 에어로졸에 의한 시정감소는 지면에서의 미세먼

지 농도(PM10이하)와 상대습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있으며 연무와 황사 같은 기상현상에서 나타난다. 특

히 연무 현상은 한반도 내에 도심 지역에서 빈번히 발

생하며, 고농도의 미세먼지(PM10) 를 동반하여 나타나

고 있다(Song et al., 2015). 이러한 연무는 사람의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끼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큰 특

징을 가진다(Hyeon et al., 2014). 만약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시공간적 해상도가 높은 시정을 실시간으로

산출한다면 이러한 연무현상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정 자료로부터 대기 질을 간접적으로 파

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시정관측은 기상청과 공군에 의해 목측과

시정계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목측은 사람의 눈으

로 직접 관측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관측자의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존재

한다. 시정계는 광학장비를 통해 측정하기 때문에 객관

적인 자료를 제공하나 단지 광 경로 길이(약 1 m)내에서

시정을 측정한다. 기상청의 시정자료는 2010년 이전에

는 목측관측으로 생산했으나, 이후에는 시정계 관측지

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시정계 관측 자료

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정의 자세한

공간적인 분포를 이해하기에는 관측망이 부족한 실정

이다.

위성에서는 주로 가시광선의 관측 값을 이용하여

AOD(Aerosol Optical Depth,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산

출한다. 위성의 AOD는 연직방향의 에어로졸 소산계수

를 대기 전체에 대해 적분한 값을 의미하는데 여러 연

구에서는 이 AOD를 활용하여 지표의 PM농도를 추정

하고, 시정을 산출하는데 사용되어왔다. 다수의 연구 결

과에 의하면 AOD와 PM 그리고 AOD와 시정사이의 상

관관계가 기상학적 요소, 에어로졸 크기, 에어로졸 종류

그리고 에어로졸 연직분포와 같은 많은 요소들에 영향

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Wang and Christopher, 2003;

Van Donkelaar et al., 2006; Van Donkelaar et al., 2010;

Gupta et al., 2006; Kessner et al., 2013; He et al., 2016).

Zhang et al. (2009)은 미국 전 지역에서 AOD와 PM2.5

사이의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가 지역과 계절에 따

라 크게 변화함을 보고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특히 미

국 동부 지역의 여름과 가을철 AOD와 PM2.5의 상관계

수가 약 0.4~0.6으로 다른 계절과 지역에 비하여 높게

분포한다고 보고하였다. Tsai et al. (2011)은 대만지역에

서 라이다로 행성경계층 고도(Planetary Boundary Layer

Height, PBLH)와 연무 층 고도(Haze Layer Height)를 산

출한 후 AOD와 행성경계층 고도, AOD와 연무 층 고도

를 각 각 나 누 어 PM2.5와 비 교 하 였 다 . 그 결 과

AOD/PBLH와 PM2.5의 상관계수(겨울 R: 0.56~0.79, 봄

R: 0.39~0.54)보다 AOD/HLH와 PM2.5의 상관계수(겨

울 R: 0.76~0.87, 봄 R: 0.77~0.8)가 더 높았다.

Kessner et al. (2013)은 미국 동부해안지역에서 2003,

2004, 2006년 여름 기간 동안 모델의 재분석 자료로

PBLH내에서 소산계수 평균을 계산하였고, 이 값을 위

성의 AOD와 모델로 계산된 AOD사이의 비율에 곱하

여 시정과의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 시정 계산을 위한 회

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회귀계수를 활용하여

2005년 8월 11~14일 기간의 시정을 산출한 결과 관측시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2, 2017

–172–

층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행성 경계층 고도(Planetary Boundary Layer Height:

PBLH)를 사용하였다. 이 두 고도는 RDAPS 예측장 자료로부터 산출되었다. 따라서 시정은 MODIS AOD와

PBLH/ALH로부터 추정하였다. 여기서 ALH를 사용하는 경우 Koschmieder’s Law를 이용하였으며 PBLH

를 사용하는 경우 경험적 관계식을 이용하였다. 추정 시정을 검증하기 위해 2015~2016년 봄철에 목측 9개

와 PWD22 17개 지점의 시정 자료를 사용하였다. 추정시정의 검증에서 검증 값은 지점, 년도, 오전(Terra)/

오후(Aqua)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중 2016년 Terra위성을 이용한 중서부 지역 지점들의 검증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상관계수는 0.65보다 높았고, 낮은 시정에서 RMSE는 3.62

km, ME는 2.29 km 보다 낮았다. 그리고 POD는 0.65보다 높았고, FAR은 0.5보다 낮았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낮은 시정의 데이터 수가 많을수록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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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의 상관계수가 0.67로 나타났고, RMSE(Root mean

square error)와 Mean Bias는 각각 7.26 km와 2.95 km로 보

고하였다. He et al. (2016)은 중국 동부지역에서 2014년 1

월 1일~4월 30일 기간 동안 위성의 AOD와 모델의 재분

석 기상학적 요소 자료(온도, 바람, 습도의 연직프로파

일)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고도를 에어로졸 층 고도

(Aerosol Layer Height, ALH)로 추정하여 Koschmieder의

이론식으로부터 시정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관측

시정과 추정시정 사이의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관

계수가 관측지점 가운데 90 % 이상이 0.6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며 68 % 이상에서는 0.7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위성의 AOD로부터 시정을 산출하는 기존 연구들은

에어로졸 연직 분포를 모델에서 재분석된 PBLH, ALH

그리고 에어로졸 연직 프로파일 자료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위성의 AOD와 모델의

예측장을 이용하여 에어로졸 연직 분포를 두 가지 유형

(PBLH 또는 ALH)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

하여 PBLH의 경우 계절과 지점별 회귀 식으로부터

ALH은 Koschmieder‘s Law(Koschmieder, 1925)으로 시

정을 산출하였다. 이 방법은 모델의 예측장이 사용된다

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시정을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으며 경험식과 이론식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

를 개선시킬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과 자료 및 연구방법

1) 이론적 배경

시정은 기상학적 광학거리 (Meteorological optical

range: MOR)를 추정하는 것으로 백열등에서 나오는

2,700 K 색온도의 평행광선이 대기 중을 지날 때 광속의

5 %(0.05)로 줄어드는 지점의 거리를 의미한다(WHO

2008). 여기서 광속의 5 %는 관측자가 육안으로 주위 배

경에 대해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각적 대조 한계를

의미하는데(식 1) 연구자에 따라 2 % 또는 5 %를 적용

하여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시각적 대조 한계에서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2 %를 사용하였다(Malm,

1979). 따라서 시정은 Koschmieder’s Law의 수학적 정의

인 식 (1)에 시각적 대조 한계 2 %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

이 정의 될 수 있다(식 2). 식 (1)과 (2)에서 C는 시각적 대

조 한계, Vis는 시정을 뜻하며 σext(0)은 지표면의 소산계

수를 뜻한다.

                       C = exp(_ Vis•σext(0))                        (1)

                           Vis = 3.912/σext(0)                             (2)

식 (2)에서 알 수 있듯이 시정은 지표면의 소산계수

로부터 계산된다. 지표면의 소산계수는 위성자료를 사

용하는 경우 AOD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성

의 AOD는 연직방향의 에어로졸 소산계수를 대기 전체

에 대해 적분한 값(식 3)이기 때문에 지표면의 소산계수

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에어로졸의 연직 분포를 알아야

한다. 여러 연구에서 에어로졸의 연직분포는 고도가 높

아짐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Elterman, 1970; McClatchey et al., 1972; Hess et al., 1998).

만약 에어로졸 연직 분포가 위 분포를 따를 경우 AOD

와 지표면의 소산계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식

4). 따라서 AOD와 SHA(Aerosol Scale Height)를 알면 지

표면의 소산계수를 계산할 수 있고, 이로부터 시정을 산

출 할 수 있다.

여기서 에어로졸 규모 고도(SHA)는 대기 기둥내의

전체 총 에어로졸을 대기 하층으로 이동시켰을 때 연직

에어로졸 소산계수가 일정하여 지표면 소산계수와 같

다고 가정하면 이때 전체 에어로졸이 분포하는 고도이

다. 따라서 에어로졸 규모 고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에

어로졸이 대기 하층에 분포하는 경우로 알 수 있고, 크

면 상대적으로 에어로졸이 중, 상층에 분포하는 경우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도로부터 에어로졸 연직 분포

를 알 수 있다. 이 고도는 에어로졸의 연직분포가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식(2)와 식(4)를 결합

하여 AOD와 시정자료로 계산할 수 있다(식 5). 식 (3)과

(4) 그리고 (5)에서 AOD는 연직 방향에 고도별 에어로

졸 소산계수를 적분한 값이며, σext(z)는 고도별 에어로

졸 소산계수, Vis는 지상 시정 그리고 SHA는 대기 기둥

내의 전체 총 에어로졸을 대기 하층으로 이동시켰을 때

연직 에어로졸 소산계수 일정하여 지표면 에어로졸 소

산계수가 같아지는 고도를 뜻한다.

                           AOD = ∫0

∞σext(z)dz                            (3)

Estimation of surface visibility using MODIS A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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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ext(0) = AOD / SHA                           (4)

                     Vis = 3.912•SHA / AOD                       (5)

2) 자료 및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시공간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실시간

시정을 산출하기 위해 위성의 AOD자료, 모델의 PBLH

와 기상요소 자료 그리고 기상청의 시정자료를 이용하

였 다 . AOD의 경 우 Terra와 Aqua위 성 의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자료를

사용하였으며, PBLH와 기상요소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수치예보모델 중 지역예보모델인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시정자료는 기상청으로부터 제공

되는 목측과 시정계관측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들 자료

는 기상청의 지역예보모델 현업 시작일(2012년)을 기준

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집되었다.

MODIS는 36개의 채널과 3가지의 공간해상도를 가

지고 있어 다양한 산출물을 고해상도의 자료로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MODIS자료를 생산하는 위성으로는

육상 및 대기 관측에 용이한 Terra위성과 Terra위성의

후속위성이자 해양 관측에 초점을 맞춘 Aqua위성이 있

다. 이 두 위성은 같은 지점을 하루에 2번 관측하는 것이

특징이며 Terra의 경우 오전 10시 30분, Aqua의 경우 오

후 1시 30분에 적도를 통과한다(한국표준시 기준, KST).

MODIS자료 가운데 시정 산출에 필요한 AOD자료는

Level 2에서 Collection 6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자

료는 세 가지 독립적인 알고리즘(육상 Dark Target, 해상

Dark Target, Deep Blue)과 7개의 채널(0.47~2.13 µm)을

이용하여 10 km의 공간해상도로 산출된다.

이 연구에서는 Deep Blue 알고리즘으로 산출된

Collection 6버전의 AOD 자료를 이용하였다. Deep Blue

알고리즘은육상 Dark Target 알고리즘과는다르게사막,

도심지역등높은지표반사도를지닌영역에서 AOD의

정확도를 개선시킨 알고리즘이다.(Kaufman et al., 1997;

Levy et al., 2010; Hyer et al., 2011; Ginoux et al., 2012). Sayer et

al. (2013)은 Deep Blue 알고리즘에서 산출된 0.55 µm의

AOD와 AERONET AOD(0.55 µm)자료를 비교하여 상

관계수가 0.92로 높고, 불확도가 ±0.03±0.20AOD를 가

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 내 연

무가 빈번히 발생하는 도심 지역에서의 시정 산출을 위

하여 높은 지표 반사도 영역에서 육상 Dark Target 알고

리즘에 비하여 정확도 높은 AOD를 산출하는 Deep Blue

알고리즘의 AOD를사용하였다. 또한 AOD가구름에오

염되어있는경우를조사하기위해 Level 2에서 Collection

6버전으로제공되는 Cloud Fraction(공간해상도: 5 km) 자

료를 사용하였다.

시정 산출에 필요한 또 하나의 자료는 에어로졸의 분

포 고도자료이다. 에어로졸의 분포고도는 라이다 같은

장비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측지점의 한계

로 인해 모든 지점의 정보를 알 수 없다. 수치예보모델

은 에어로졸의 분포 고도를 추정할 수 있는 변수를 관

측공백지점 없이 위성과 유사한 해상도로 제공하고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위성의 AOD를 이용하여 시공간적

으로 해상도가 높은 실시간 시정을 산출하기 때문에 수

치예보모델의 PBLH와 기상요소 자료로 추정된 에어로

졸의 분포 고도를 이용하였다.

기상청에서 현업으로 운영하는 모델 중 지역예보모

델인 RDAPS는 3시간 간격으로 전지구 예보모델로부

터 경계장을 제공받아 1일 4회(00, 06, 12, 18UTC) 87시

간 예측을 수행하고 있다. 산출자료는 단일면(101개)과

등압면(7개)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12 km의 수평해상도

를 가진다. 또한 연직으로는 70층(약 80 km)까지 구성되

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단일면에서 PBLH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등압면에서는 지상에서 약 3 km까지 10개 층

의 온도, 상대습도, 지오포텐셜 고도자료를 수집하였다.

위 자료는 MODIS AOD 관측시각과 대응되지 않는 단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6시간 간격의 분석장과 3시간 간

격으로 제공되는 예보장의 자료를 AOD 관측 시각으로

내삽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MODIS AOD와 RDAPS 모

델 자료를 공간적으로 일치하기 위하여 MODIS AOD

에 가장 인접한 RDAPS 모델 격자를 MODIS AOD 격

자 기준으로 배치되었다고(Colocation) 가정하였다.

기상청에서는 목측과 시정계관측으로 시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목측의 경우 사람의 육안을 이용하여 주

간에 1시간 간격, 야간에 3시간 간격으로 관측한다. 이

자료는 2012년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40개 지점에서

생산했으나 이후에는 22개 지점에서 생산하고 있다. 자

료의 단위는 10 m를 가지며 20 km 이상의 시정을 대부

분 20 km로 한정하는 특징을 가진다. 시정계는 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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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주, 야간 구분 없이 1분 간격으로 관측한다. 이

자료는 약 200여개 지점에서 서로 다른 기기(PWD22,

VPF-730, OWI-430등)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 이 중

PWD22는 대부분의 목측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지

점에서 최대시정을 20 km로 한정하여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그 외 지점에서는 약 50 km까지의 시정자료를 생

산한다. 이 연구에서는 목측의 경우 2012~2015년 5월

30일 까지는 40개 이후에는 22개 지점의 매시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PWD22관측의 경우 38개 지점(2012~

2014년 동안 주간시간의 데이터에서 약 70 %이상이 존

재하는 지점)의 10분 평균 자료를 사용하였다.

MODIS AOD로부터 시정을 산출하기 위해 에어로

졸이 분포하는 고도를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하

나는 PBLH이고, 다른 하나는 ALH이다. 여기서 ALH는

에어로졸 층과 그 위층이 완전히 분리되어 나타나는 고

도이다. 이렇게 추정된 두 고도를 AOD로 나누어 지표

면 소산계수 역수를 계산하였고, 이 값들과 시정 사이

의 관계식을 각각 계산하였다. PBLH을 사용하는 경우

시정과 지표면 소산계수 역수 사이의 회귀계수를 계절

과 지점별로 계산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시정자료는

2012~2014년 목측 40개 지점과 PWD22관측 38개 지점

자료이다. 위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시정 자료를

2015와 2016년 봄철기간동안 Terra와 Aqua자료로 구성

된 4개의 데이터 집합 각각에 대해서 관측시정과 비교

하였다.

3. 지상 시정 산출 알고리즘

1) PBLH와 ALH

이 연구에서는 에어로졸이 분포 하는 고도를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하나는 에어로졸이 분포하는 층

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로 에어로졸 층과 그 위층이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연직 기상요소 자

료에서 분리된 층이 나타난다. Zhange et al. (2009)에 의

하면 기상학적 상태가 에어로졸 연직 분포에 영향을 주

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고, He et al.

(201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라이다로 산출된 에어로졸

층 고도(ALH)와 기상요소로 산출된 분리된 층의 상한

고도사이의 상관계수가 0.76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RDAPS 연직 온도와 상대습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리된 층을 찾고 이 층의 상한고도를 SHA와

비교하였다. 다른 하나는 에어로졸의 분포가 연속적으

로 나타나는 경우로 일반적인 PBLH를 의미한다. 이 경

우 RDAPS PBLH자료를 이용하여 SHA와 비교하였다.

비교를 수행하기위해 2012~2014년 봄철기간 동안

Aqua위성의 서울, 수원지점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MODIS AOD와 목측시정자료로부터 SHA를 계산하였

다. 단, 목측시정이 20 km이상일 때 계산된 SHA는 목측

시정의 최대관측시정이 대부분 20 km로 한정하기 때문

에 부정확하므로 제거하였다. Fig. 1은 봄철 PBLH와

SHA의 빈도 분포이다. PBLH의 경우 대부분 2 km이하

의 낮은 고도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에 SHA

는 PBLH와는 다르게 5 km이상의 높은 고도까지 넓게

분포하였다. 주된 분포는 PBLH의 경우 약 0.5~1.25 km

사이에 위치했고, SHA는 1~3 km내에 분포하였다. 두

고도에서 주된 분포 영역을 비교해보면 PBLH의 중심

은 약 1 km, SHA는 2 km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약 1

km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PBLH와 SHA차이의 빈도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 음

의 값으로 나타났다(Fig. 2). 주된 빈도 분포는 -2~0 km

사이에 나타났으며 전체 약 76 %가 분포하였다. 특히 -2

km 이하에서는 전체 약 18 %가 분포하였고, 이때 SHA

는 대부분 약 3 km 이상으로 높았다. 이 경우 COMS 위

성영상에서 구름의 가장자리 위치, 상층 에어로졸 통과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또한 MODIS Level2

Collection 6버전의 Cloud Fraction 자료를 이용하여 두

지점각각에대해 15 km 내의 MCF (Mean Cloud Fraction)

를 조사해 본 결과 MCF 0.8이상에서 80 %의 자료가 SHA

≥ 3 km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름과 상층 에어로

졸의 영향으로 SHA가 과대 추정된 것을 의미한다.

에어로졸 층과 그 위층이 뚜렷하게 분리되는 고도를

찾기 위해 RDAPS 연직 온도와 상대습도 자료를 이용

하여 온도 역전층과 상대습도가 급격히 하강하는 사례

를 조사하였다. 전체 자료에서 온도 역전층과 상대습도

가 급격히 하강하는 사례는 각각 약 21 %와 약 19 %로

나타났다. 특히 온도 역전층 사례 중 약 55 %는 상대습

도가 급격히 하강하는 사례에 포함되어 있었다. Fig. 3

은 역전층과 상대습도가 급격히 하강한 하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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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4일 서울지점)이다. 역전층이 형성된 경우

에 역전층 고도는 PBLH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SHA와

는 한층 정도 높게 나타난다(Fig. 3a). 반면에 상대습도

가 급격히 하강하는 층의 상한고도(검정색 실선)는 역

전층 고도보다 좀 더 높고 SHA와 유사하였다(Fig. 3b).

이러한 결과는 He et al. (2016)의 연구결과와 잘 일치하

였기 때문에 상대습도가 급격히 하강하는 층의 상한고

도는 에어로졸 층 고도(ALH)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직 상대습도자료를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ALH를 계산하였다. 연직 상대습도에서

극대 값과 극소 값을 찾고, 이 차이가 50 %이상인 경우

극소 값이 나타난 층 아래에서 최초로 강한 상대습도 감

률(60 %/1 km)이 나타난 층의 상한 고도를 ALH로 정

의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총 27개

사례의 ALH를 구할 수 있었다. 계산된 27개 사례의

ALH는 SHA와의 산포도를 통해 두 고도의 상관성과 차

이를 분석해보았다(Fig. 4). 그 결과 상관계수는 0.66으

로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RMSE는 0.56

km, AME는 0.44 km, ME는 -0.25 km로 비교적 낮게 나

타났다.

2) 시정과 지표면 소산계수 관계성

SHA와 PBLH의 비교에서 SHA는 PBLH보다 약 1 km

정도 컸기 때문에 PBLH를 사용하여 지표면 소산계수

를 직접적으로 산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 따라서

PBLH로부터 시정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PBLH와 AOD

로 계산된 지표면 소산계수 역수(PBLH/AOD)와 시정

사이의 경험식이 필요하다. 이 경험식을 구하기 위해

PBLH와 SHA의 차이의 빈도분포에서 0~-2 km로 분포

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단, 지표면 소산계수 역수가 3.5

km보다 큰 특이 값이 나타난 사례(약 1 %)는 시정과 지

표면 소산계수 역수 사이의 회귀계수에 영향을 주기 때

문에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Fig. 5).

시정과 지표면 소산계수 역수 사이의 회귀분석에서

상관계수는 0.69로 높았고, 회귀계수는 각각 기울기:

5.2, 절편: 3.7로 나타났다. 특히 회귀계수 중 기울기는

Koschmieder의 이론식(식 2)의 상수인 3.912와 비교하

였을 때 좀 더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3장에서 분석 된 PBLH가 SHA보다 약 1 km정도 작다는

결과와 잘 일치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의 방

법을 지점(목측 40개, PWD22관측 38개)과 계절별로 적

용하여 상관계수와 회귀계수(기울기, 절편)를 각각 구

하였다 . 이러한 계산은 지난 3년(2012~2014)동안의

Terra, Aqua위성의 데이터를 합쳐서 구하였다.

상관계수와 회귀계수의 지점과 계절별 분포를 파악

하기 전에 먼저 자료의 수를 조사하였다. 자료의 수는

앞선 회귀 분석에서 사용된 지점별로 목측 시정이 존재

하며 지표면 소산계수 역수가 3.5 km 이하인 자료의 수

를 조사하였다. Fig. 6은 목측 40개 지점에서의 계절별

회귀 분석에 사용된 자료 수의 분포이다. 계절별 자료

의 분포는 봄철 약 50~80개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

철과 겨울철은 각각 약 30~80개와 약 30~60개로 가을

철이 좀 더 많았다. 그리고 여름철은 약 10~30개로 가장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름철 자료의 수가 적은

것은 구름과 강수의 영향에 의해 AOD관측이 적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의 지역적 분포는 여름철

을 제외한 3계절이 한반도 중서부 내륙과 해안지역에

서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가 적었던 계절(여

름)과 지점은 회귀분석에서 상관계수와 회귀계수의 정

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료가 30개 이상인 계절과 지

점만 분석하였다.

Fig. 7은 계절별 상관계수 분포이다. 봄철의 경우 중

서부지역에서 0.6~0.8로 가장 높았고, 영동지역과 동해

안 지역에서 0.3~0.5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겨울철에는 중부지역에서 0.6~0.8로 가장 높

고, 남해안지역에서 0.3~0.5로 가장 낮았으며 가을철에

는 중서부지역 0.5~0.7로 가장 높았다. 특히 3계절에서

상관계수가 높았던 지역들은 Fig. 6에서 자료가 상대적

으로 많았던 지역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Fig. 8은 계절별 기울기 분포이다. 지점에 따른 계절

별 기울기 분포도를 살펴보면 봄철에는 중서부지역에

서 3~6으로 분포하였고, 중동부지역에서 1~3으로 분포

하였다. 겨울철에는 중부지역에서 3~5로 분포하였으

며 남부지역에서 1~3으로 분포하였다. 그리고 가을철

에는 중서부해안지역에서 3~4로 분포하였고 그 외 지

역에서는 1~3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계

절별 기울기가 3~5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중서부지역

은 Fig. 7의 상관계수가 0.6이상인 지점과 대부분 일치하

였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PWD22관측지점에서 계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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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 및 회귀계수를 계산하였다. 계절별 상관계수

와 기울기 분포는 목측지점의 계절별 상관계수와 기울

기 분포에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은 생략). 특히 목측지점과 유사하게 중

서부지역에서 봄과 겨울철의 상관계수가 0.6~0.8로 가

장 높았고, 기울기는 4~6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가을철에도 상관계수가 0.5~0.6으로 가장

높고, 기울기가 3~4로 분포하였다.

3) 시정 산출 알고리즘

3장에서 PBLH는 SHA보다 약 1 km정도 낮았기 때문

에 경험식을 이용하여 시정을 산출하는 반면 ALH는

SHA와 유사하였기 때문에 Koschmieder’s Law를 이용하

여 시정을 산출한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

을 이용하여 시정을 산출해 보았다. 하나는 PBLH를 이

용하여 시정을 산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ALH가

존재하는 경우 PBLH+ALH를 이용하여 시정을 산출하

는 방법이다. 이렇게 두 접근 방법으로 산출된 시정을

비교하기 위해 목측시정과 산출된 두 시정 사이의 산포

도를 각각 나타냈다(Fig. 9). 이 산포도는 2012~2014년

동안 Aqua위성의 봄철 서울과 수원 지점 자료가 이용되

었다.

Fig. 9에서 a와 b는 각각 PBLH를 이용하여 계산된 추

정시정과 목측시정, PBLH+ALH를 이용하여 계산된

추정시정과 목측시정의 산포도이다. 두 산포도에서 목

측시정 10 km미만 일 때 추정시정은 a보다는 b가 더 유

사했다. 특히 목측시정 5 km미만에서 추정시정은 a보

다 b가 더 뚜렷하게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

한 관계를 보다 정량적으로 확인 하기위해 상관계수를

계산하였고, 목측시정 10 km미만과 5 km미만에 대해

RMSE와 ME를 계산하였다. 상관계수는 a: 0.69와 b: 0.68

로 유사하였다. 목측시정 10 km미만의 RMSE는 a: 3.07

km, b: 3.02 km로 유사한 반면 ME는 a: 2.57 km, b: 1.87

km로 b가 0.7 km 더 낮았다 . 특히 5 km미만에서는

RMSE와 ME가 각각 a: 3.34 km, 3.24 km, b: 1.81 km, 0.59

km로 b의 RMSE와 ME가 1.53 km, 2.65 km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낮은 시정일 때 RMSE와 ME는

PBLH+ALH로 계산된 추정시정이 더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PBLH+ALH를 이용하여 시정

을 산출하였다. Fig. 10은 시정 산출 모식도이다. 시정 산

출을 위해 첫 번째로 RDAPS 예보장을 이용하여 PBLH

와 ALH를 산출한다. 그리고 관측된 AOD가 입력되면

ALH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시정을계산한다. ALH가존재하는경우 AOD와 ALH로

부터 지표면 소산계수를 구하고, 이 값을 Koschmieder’s

Law에 적용하여 시정을 산출한다. ALH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에는 ALH 대신 PBLH를 사용한다. 이 경우 AOD

와 PBLH로부터지표면소산계수를구하고이값을회귀

계수 조견표에 적용하여 시정을 산출한다. 단 여기서 계

산된 지표면 소산계수는 지표면 근처의 소산계수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시정 자료는 다음 장

에서 검증하였다.

4. 관측시정과 추정시정 비교

이 연구에서는 2015, 16년 봄철 자료 (Terra/Aqua

MODIS AOD, RDAPS PBLH/ALH, 봄철 회귀계수 조

견표)를 Fig. 10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시정

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시정을 검증하기위해 목측 매시

간 시정자료와 PWD22관측 10분 평균 시정자료를 선택

하였다. 목측시정자료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 5월

까지 40개 지점자료가 존재하지만 이후 22개 지점자료

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측이

수행되고 있는 22개 지점자료만을 사용하였다. PWD22

관측 자료의 경우 3장의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38개 지

점자료를 사용하였다.

검증 방법은 총 세 가지로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카

테고리 정확도 측정 방법으로 Probability Of Detection

(POD)와 False-Alarm rate(FAR)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POD는 관측 시정(목측, PWD22관측)이 낮은 시정(10

km미만)으로 관측된 횟수 중 추정 시정이 낮은 시정으

로 추정할 확률을 의미하며, FAR은 추정 시정이 낮은

시정을 잘못 추정할 확률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Scalar

정확도 측정 방법으로 RMSE와 ME를 계산하였다

(Wilks, 1995). 이 값들은 관측 시정이 낮은 시정일 때 계

산하였으며 각각 추정시정의 분산 정도와 추정시정의

편향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두 시정자료의 관계성을 확

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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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검증 과정에서 목측시정과 PWD22관측시정이 대부

분 최대시정을 20 km로 한정하기 때문에 관측시정과

추정시정이 20 km이상인 시정자료는 제거하였다. 또한

상층에 에어로졸이 통과하거나 구름의 영향을 받는 경

우 지면의 시정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SHA

가 3 km이상인 자료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적용

하여 목측 22개와 PWD22관측 38개 지점에 대해 검증

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3장의 봄철 회귀

분석에서 상관계수가 낮은 지점들은 제외하였고 상관

계수 0.6이상인 목측 9개와 PWD22관측 17개 지점의 검

증결과만 제시하였다.

Table 1과 2는 각각 목측 9개 지점과 PWD22관측 17

개 지점의 검증 결과이다. 목측과 PWD22관측의 검증

결과는 지점별로 변화가 컸다. 이 지점들 가운데 중서

부지역에 해당하는 지점들은 다른 지점에 비해 좋은 검

증 결과를 보였다. 목측의 경우 5개 지점(서울, 인천, 수

원, 서산, 청주)에서 POD: 0.58~0.91, FAR: 0.43~0.67, R:

0.47~0.61, RMSE: 2.89~4.22 km, ME: -0.62~2.05 km로

나타났다. PWD22관측은 5개 지점(서울, 수원, 충주, 양

평, 이천)에서 대부분의 검증 결과가 POD: 0.55~0.67,

FAR: 0.26~0.41, R: 0.5~0.79, RMSE: 4.19~4.67 km, ME:

1.67~2.27 km로 분포하였고 목측 5개 지점의 검증 결과

와 유사하였다. 검증결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중서부 지

역의 지점들은 3장 회귀분석에서 상관계수가 더 높았

던 지점들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검증결과를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앞선 검

증에 사용된 봄철 자료를 4개의 데이터 집합체(2015년

Aqua위성, 2015년 Terra위성, 2016년 Aqua위성, 2016년

Terra위성)로 나누어 목측과 PWD22관측의 지점별 검

증결과를 조사하였다. 하나의 예로 PWD22관측지점 가

운데 중서부 내륙지역에서 서로 인접한 세 지점(수원,

양평, 이천)을 선택하여 2016년 Terra위성 자료와 2015

년 Aqua위성 자료로 계산된 추정시정을 각각 검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Fig. 11). 2016년 Terra위성 자료를

이용했을 때 POD: 0.9, R: 0.74로 높았고 , FAR: 0.29,

RMSE: 2.62 km, ME: 0.93 km로 낮았다(Fig. 11a). 그러나

2015년 Aqua위성 자료를 이용했을 때는 POD: 0.3, FAR:

0.4, R: 0.49, RMSE: 5.76 km, ME: 4.53 km로 나타났다

(Fig. 11b).

서로 다른 두 데이터 집합체에서 동일한 지점에 대해

분석된 검증 결과를 비교해보면 2016년 Terra위성 자료

로 계산된 추정시정의 검증 결과가 모두 더 좋았다. 이

러한 검증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전체 자료와 낮은 시

정 자료 그리고 ALH 자료의 수를 비교해 보면 전체 자

료뿐만 아니라 낮은 시정 자료와 ALH 자료도 2016년

Terra위성이 각각 17 %, 20 %, 79 %가 더 많았다. 이러

한 결과는 앞선 검증 결과가 전체 자료와 낮은 시정자

료 그리고 ALH자료의 개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4개

의 데이터 집합에 대한 지점별 검증을 수행하였고, 전

체자료와 낮은 시정 자료 그리고 ALH자료의 개수를 조

사해보았다. 지점별 검증 결과에서는 2015년 Aqua위성,

2015년 Terra위성, 2016년 Aqua위성, 2016년 Terra위성

순으로 검증 결과가 좋아졌다.

Table 3과 4는 2016년 Terra위성 자료를 이용한 추정

시정의 검증 결과이며 목측 9개와 PWD22관측 17개 지

점의 검증 결과를 각각 나타냈다. 목측과 PWD22관측

의 지점별 검증 결과는 대부분 Table 1, 2보다 더 좋았다.

특히 상관계수가 0.6이상인 지점이 목측의 경우 4개로

Table 1보다 3개 지점이 증가하였고, PWD22관측의 경

우 11개로 Table 2보다 7개 지점이 증가하였다. 또한

Table 1, 2와 같이 중서부지역에서 더 좋은 검증결과를

보이는 패턴이 나타났다. 목측의 경우 중서부지역에 해

당하는 4개 지점(서울 , 이천 , 수원 , 청주)에서 POD:

0.78~1, FAR: 0.31~0.42, R: 0.65~0.74, RMSE: 0.81~2.99

km, ME: -0.65~0.7 km로 더 좋은 검증 결과를 보였고,

PWD22관측의 경우 Table 2와 같은 5개 지점에서 POD:

0.64~1, FAR: 0.21~0.5, R: 0.69~0.79, RMSE: 0.99~3.62

km, ME: -1.83~2.29 km로 더 좋은 검증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좋은 검증 결과를 이해하기위해 전체 자료와 낮

은 시정 자료, ALH 자료의 수를 확인해보면 중서부지

역의 지점들이 다른 지점에 비해 세 자료의 수가 상대

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서 분석된 4개의 데이터 집합의 지점별 검증 결과

를 이해하기위해 전체 자료와 낮은 시정 자료 그리고

ALH 자료의 수를 4개의 데이터 집합에 대해 지점별로

조사해 보았다(결과는 생략). 결과적으로 세 자료의 수

가 많은 순서는 검증 결과가 좋았던 순서와 대부분의 지

점에서 일치하였다. 이로부터 검증 결과가 전체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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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시정 자료 그리고 ALH 자료 수에 영향을 받는 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정시정의 검증결과는 년

도와 특정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예상 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내에서 에어로졸에 기인한 시

정변화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기 위해 Terra/Aqua위성의

MODIS AOD와 기상청에서 현업으로 운영하는

RDAPS 예측장 자료로 추정된 에어로졸 분포 고도를

이용하였다. 에어로졸이 분포 하는 고도는 두 가지로 추

정하였다. 하나는 에어로졸이 분포하는 고도가 뚜렷하

게 나타나는 경우로 에어로졸 층과 그 위층이 완전히 분

리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분리된 층의 상한고도를 상

대습도의 연직 경도에서 최소가 되는 고도로부터 찾았

다. 그리고 이 고도를 에어로졸 층 고도(ALH)로 정의하

였다. 따라서 ALH를 이용하여 시정을 계산하는 경우

Koschmieder’s Law를 사용하였다. 다른 하나는 에어로

졸의 분포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일반적인

PBLH를 의미한다. 이때 PBLH와 SHA를 비교해보면

PBLH보다 에어로졸 규모 고도가 약 1 km정도 더 컸다.

따라서 PBLH를 이용하여 시정을 계산하는 경우 위의

차이 값을 보정하기 위하여 경험식을 사용하였다.

PBLH와 ALH를 이용한 시정 산출은 다음과 같은 과

정을 통해 산출되었다. 먼저 RDAPS 예측장을 이용하

여 ALH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관측된 AOD가 입력되

면 ALH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

어 시정을 계산하였다. ALH가 존재하는 경우 AOD와

ALH로부터 지표면 소산계수를 구하고 , 이 값을

Koschmieder’s Law에 적용하여 시정을 산출하였다 .

ALH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ALH 대신 PBLH를 사

용하였다. 이 경우 AOD와 PBLH로부터 지표면 소산계

수를 구하고 이 값을 회귀계수 조견표(기울기, 절편)에

적용하여 시정을 산출하였다. 여기서 회귀계수 조견표

는 시정과 지표면 소산계수 역수 사이의 회귀분석을 통

해 지점(목측 40개, PWD22관측 38개)과 계절별로 작성

하였다. 이러한 계산은 지난 3년(2012~2014) 동안의

Terra, Aqua위성의 자료를 합쳐서 구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2015, 16년 봄철 Terra/Aqua위성의 자

료로 시정을 산출 하였다. 이 시정을 검증하기 위해 목

측 매시간 시정자료와 PWD22 10분 평균 시정자료를

선택하였고, 각각 9개와 17개 지점자료를 이용하였다.

검증 방법은 낮은 시정(10 km미만)에 대한 카테고리,

Scalar 정확도 측정 방법과 전체 구간에 대한 상관계수

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두 시정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20 km 이상인 시정자료를 제거하였으며 상층에 에어로

졸이 통과하거나 AOD가 구름 가장자리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제거하였다.

2015, 16년 봄철 Terra/Aqua위성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추정시정의 검증 결과는 지점별로 검증 값의 변

화가 컸다. 그러나 중서부지역에 해당하는 지점들은 다

른 지점에 비해 좋은 검증 결과를 보였다. 목측의 경우

5개 지점(서울, 인천, 수원, 서산, 청주)에서 POD: 0.58~

0.91, FAR: 0.43~0.67, R: 0.47~0.61, RMSE: 2.89~4.22 km,

ME: -0.62~2.05 km로 나타났다. PWD22관측은 5개 지

점(서울, 수원, 충주, 양평, 이천)에서 검증 값의 대부분

이 POD: 0.55~0.67, FAR: 0.26~0.41, R: 0.5~0.79, RMSE:

4.19~4.67 km, ME: 1.67~2.27 km로 분포하였고 목측 5

개 지점의 검증 결과와 유사하였다. 검증결과가 상대적

으로 좋은 중서부 지역의 지점들은 3장 회귀분석에서

상관계수가 더 높았던 지점들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앞선

봄철 자료를 4개의 데이터 집합체(2015년 Aqua위성,

2015년 Terra위성, 2016년 Aqua위성, 2016년 Terra위성)

로 나누어 목측과 PWD22관측의 지점별 검증결과를 조

사하였다. 검증 결과는 2015년 Aqua위성, 2015년 Terra

위성, 2016년 Aqua위성, 2016년 Terra위성 순으로 좋아

졌다. 2016년 Terra위성 자료를 이용한 지점별 검증 결

과는 대부분 2015, 16년 Terra/Aqua위성 자료를 이용한

경우 보다 더 좋았다. 특히 상관계수가 0.6이상인 지점

이 목측의 경우 3개 더 증가하였고, PWD22관측의 경우

7개 지점이 증가하였다. 또한 2015, 16년 Terra/Aqua위

성 자료를 이용한 지점별 검증 결과와 유사하게 중서부

지역에서 더 좋은 검증결과를 보이는 패턴이 나타났다.

목측의 경우 중서부지역에 해당하는 4개 지점(서울, 이

천, 수원, 청주)에서 POD: 0.78~1, FAR: 0.31~0.42, R:

0.65~0.74, RMSE: 0.81~2.99 km, ME: -0.65~0.7 km로 더

좋은 검증 결과를 보였고, PWD22관측의 경우 5개 지점

에서 POD: 0.64~1, FAR: 0.21~0.5, R: 0.69~0.79,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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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3.62 km, ME: -1.83~2.29 km로 더 좋은 검증 결과

를 보였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이해하기위해 전체 자

료, 낮은 시정 자료 그리고 ALH 자료 수를 조사해보면

중서부지역의 지점들은 다른 지점에 비해 세 자료의 수

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4개의 데이터 집합의 지점별 검증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전체 자료와 낮은 시정 자료 그리고 ALH 자료의

수를 4개의 데이터 집합에 대해 지점별로 조사해 보았

다(결과는 생략). 결과적으로 세 자료의 수가 많은 순서

는 검증 결과가 좋았던 순서와 대부분의 지점에서 일치

하였다. 이로부터 검증 결과가 전체 자료와 낮은 시정

자료 그리고 ALH 자료 수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정시정의 검증결과는 년도와 특정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예상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선 검증결과의 상관계수를 선행연

구의 상관계수와 비교하였다. 미국 동부지역에서 2005

년 8월 11~14일 기간에 관측시정과 추정시정 사이의 상

관계수는 0.67로 나타났다(Kessner et al., 2013). 그리고

중국 동부지역에서 2014년 1월 1일~4월 30일 기간 동안

관측시정과 추정시정 사이의 상관계수는 대부분

0.6~0.8로 나타났다(He et al., 2016). 2016년 Terra위성 자

료를 이용한 추정시정의 지점별 검증에서 상관계수는

목측 4개(서울, 인천, 수원, 청주)와 PWD22관측 8개(춘

천, 원주, 수원, 충주, 군산, 양평, 이천, 부여) 지점이 각

각 0.65~0.74와 0.64~0.8로 선행연구의 상관계수와 유

사하였다. 반면에 2015, 16년 Terra/Aqua위성 자료를 이

용한 추정시정의 지점별 검증에서 상관계수는 대부분

0.6이하로 나타났고, 목측 1개 지점(서산)과 PWD22관

측 4개 지점 (춘천 , 청주 , 서울 , 이천 )이 각각 0.61과

0.6~0.79로 선행연구의 상관계수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의 AOD와 수치모델의 예측장에

서 제공되는 자료(PBLH, ALH)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정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에서 전체 자료, 낮은 시정 자료, ALH 자료의

수가 비교적 많을 때 상관계수는 0.6이상으로 높았고,

RMSE는 3 km보다 낮았다. 그러나 관측지점의 한계로

제한된 지점에 대해서만 검증이 수행되어 한반도 전역

의 시정을 산출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많

은 지점과 긴 기간의 자료가 축적된다면 한반도 전역의

시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에어로졸 연

직 분포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한다면 지상의

관측시정과 더욱 유사한 시정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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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equency of PBL height (top) and Aerosol scale height (bottom) in the
two stations(Seoul and Suwon) during the spring season 2012-2014.

Fig. 2 Frequency of difference between PBL Height and Aerosol Scale Height. The
main distribution are denoted by black vertical box.

Fig. 3 Vertical profile of (a) temperature and (b) relative humidity from the RDAPS at Seoul
station 14 April 2012. The PBL height, scale height, and inversion layer height are
denoted by blue dashed line, red dashed line, and green solid line, respectively. The
black solid line in (b) means minimum vertical gradient of relative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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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attered diagram of Aerosol Layer Height and Aerosol
Scale Height.

Fig. 5 Scattered diagram of eye visibility and inverse surface-
level extinction coefficients from PBLH/AOD

Fig. 6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data used for regression
analysis of Eye-visibility and estimated extinction
coefficient from 2012 to 2014

Fig. 8 Same as Fig. 6 except for the slope

Fig. 7 Same as Fig. 6 except for the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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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attered diagram of estimated visibility and eye visibility. The estimated visibilities were calculated
using (a) PBLH and (b) PBLH+ALH, respectively.

Fig. 11 Scattered diagram of PWD22 visibility and estimated visibility calculated using the satellite (a) Terra
2016 and (b) Aqua 2015, respectively at 3 stations(Suwon, Yangpyeoung, Icheon).

Fig. 10  Flowchart of estimated visibility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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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verification calculated using eye visibility and estimated visibility at 9 stations.

Station
Forecasting accuracy Correlation analysis

All Data
Scalar accuracy

LowVis. Data
POD FAR Correlation coefficient RMSE(km) ME(km)

Seoul 0.69 0.45 0.47 81 4.22 2.05 26
Incheon 0.91 0.46 0.55 64 3 0.67 22
Suwon 0.7 0.43 0.57 100 3.92 1.61 30
Seosan 0.67 0.67 0.61 42 2.89 -0.62 9
Cheongju 0.58 0.56 0.47 44 3.83 1.52 12
Daejeon 0.25 0.75 0.35 34 5.11 1.81 4
Daegu 0.5 0 0.19 27 3.44 2.27 2
Jeonju 0.57 0.27 0.51 53 4.84 2.85 14
Yeosu 0.29 0.5 0.33 39 5.71 3.87 7

Table 2. Same as Table 1 except for PWD22 visibility and 17 stations.

Station
Forecasting accuracy Correlation analysis

All Data
Scalar accuracy

LowVis. Data
POD FAR Correlation coefficient RMSE(km) ME(km)

Chuncheon 0.69 0.18 0.65 61 3.85 3.04 13
Seoul 0.55 0.6 0.63 72 4.46 1.67 11
Wonju 0.25 0.58 0.42 68 4.98 3.68 20
Suwon 0.65 0.41 0.57 109 4.67 2.24 31
Chungju 0.38 0.32 0.6 93 4.56 3.43 34
Gunsan 0.64 0.59 0.58 75 3.59 2.07 14
Gwangju 0.5 0.63 0.5 46 3.02 2.19 6
Mokpo 0.76 0.58 0.33 83 3.19 1.36 21
Gosan 0.73 0.63 0.43 53 3.77 1.26 15
Jinju 0.6 0 0.58 54 3.3 1.95 5
Yangpyeoung 0.59 0.35 0.5 81 5.02 3.45 29
Icheon 0.67 0.26 0.79 114 4.19 2.27 43
Buyeo 0.52 0.38 0.58 92 4.34 1.47 25
Geumsan 0 1 0.36 51 4.24 3.69 5
Imsil 1 0.5 0.51 36 1.64 -1.64 1
Gohung 0 1 0.34 61 5.33 4.54 4
Namhae 0.25 0.88 0.4 65 4.72 3.75 4

Table 3. Results of verification calculated using eye visibility and estimated visibility from the satellite Terra 2016 at 9 stations.

Station
Forecasting accuracy Correlation analysis

All Data
Scalar accuracy

LowVis. Data
POD FAR Correlation coefficient RMSE(km) ME(km)

Seoul 1 0.42 0.7 21 0.81 -0.37 7
Incheon 0.9 0.31 0.66 20 2.91 -0.65 10
Suwon 0.78 0.42 0.74 27 2.99 0.66 9
Seosan 0.33 0.86 0.45 13 2.08 0.43 3
Cheongju 0.83 0.38 0.65 15 2.86 0.7 6
Daejeon - 1.0 0.56 9 - - 0
Daegu 0 - -0.44 13 4.85 4.85 1
Jeonju 0.5 0.5 0.45 20 5.15 3.43 4
Yeosu 0.5 0 0.56 9 1.06 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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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ame as Table 3 except for the PWD22 visibility and 17 stations.

Station
Forecasting accuracy Correlation analysis

All Data
Scalar accuracy

LowVis. Data
POD FAR Correlation coefficient RMSE(km) ME(km)

Chuncheon 1 0 0.8 21 2.14 1.78 8
Seoul 1 0.5 0.79 16 1.84 -1.84 3
Wonju 0.5 0.2 0.68 20 4.73 2.37 8
Suwon 0.8 0.27 0.77 31 2.78 0.11 10
Chungju 0.64 0.3 0.69 29 2.55 1.27 11
Gunsan 0.83 0.5 0.67 25 2.78 0.84 6
Gwangju 0 1 0.51 17 2.62 2.62 1
Mokpo 1 0.5 0.4 21 3.28 2.31 4
Gosan 0.5 0.75 0.66 11 3.11 3.05 2
Jinju 0.5 0 0.58 18 3.12 1.44 2
Yangpyeoung 0.89 0.38 0.7 26 3.62 2.29 9
Icheon 1 0.21 0.76 23 0.99 0.56 11
Buyeo 0.5 0.29 0.64 26 3.31 1.27 10
Geumsan 0 1 0.04 19 5.2 4.79 3
Imsil 1 0.5 0.74 17 1.64 -1.64 1
Gohung 0 1 0.18 13 7.03 6.42 2
Namhae 0 1 0.27 21 5.37 4.8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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