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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지역에서 MODIS와 MI에 의한 에어로졸 광학두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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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Aerosol Optical Thicknesses by MODIS and MI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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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erosol optical thickness data retrieved by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
(MODIS) of Terra & Aqua and Meteorological Imager (MI) of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 a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measurement data of Aerosol Robotic Network
(AERONET) in Northeast Asia. As the result, the aerosol optical thickness retrieved by MODIS and MI
were well agreed at ocean region but quite different at cloud edge and barren surface. The reason was that
MODIS aerosol optical thickness was retrieved using the visible and infrared channels but MI was retrieved
with the visible channel only. Consequentially, the thin cloud be misinterpreted as aerosol by MI and the
difference between MODIS and MI aerosol optical thicknesses could be occurred with Normal Distribution
Vegetation Index (NDVI) and land surface property. Therefore, the accuracies of clear/cloud region and
surface reflectivity are required in order to improve the aerosol optical thickness algorithm by MI.
Key Words : Aerosol, MODIS, MI, COMS, AERONET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15~55°E, 90~150°N) 영역에 대하여 극궤도 위성 Terra와 Aqua에 탑

재된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 (MODIS) 센서와 우리나라 정지궤도 위성인 통신해양

기상위성(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에 탑재된 Meteorological Imager

(MI) 센서에 의한 에어로졸 광학두께(AOT) 산출 결과와 지상의 Aerosol Robotic Network (AERONET) 관

측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MODIS와 MI에 의한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해양에서 비교적 잘 일치하

였으나 구름 가장자리와 육지에서는 두 센서의 에어로졸 광학두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서

MODIS는 가시 채널과 적외 채널을 혼용하는 반면 MI는 오직 가시채널 만 사용하기 때문에 구름 가장자리

의 옅은 구름을 에어로졸로 인식할 수 있고 육지에서는 지표면 특성에 따라 MODIS와 MI에 의한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 차이가 발생된다. 따라서 MI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구름 가장자리와 지표면 특성의 영향을 주

는 지표면 반사도의 정확성 개선을 통해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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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어로졸은 공기 중 떠 있는 다양한 크기의 액체나

고체입자를 의미한다. 이는 지표면이나 대기 중에서 황

사나 화산재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되기도 하며 화석연

료 사용 등으로 인한 인간 활동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에어로졸은 폐와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도하며

태양복사와 구름의 생성, 발달 등 기후학적으로도 매

우 중요해 다양한 시공간 규모에서 관측이 필요하다

(Twomey, 1977; Kaufman et al., 2002; IPCC, 2007; IPCC,

2013). 지상에서의 에어로졸 관측은 Aerosol Robotic

Network (AERONET)과 같이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기

도 하고 Particle Matter (PM) 10 및 2.5와 같이 공기를 흡

입하여 포집된 양을 측정단하기도 하며 또한 항공기와

인공위성 등이 이용된다. 특히 인공위성을 이용한 에어

로졸 관측은 관측하기 어려운 지역과 해상에서도 관측

이 가능하고 넓은 범위를 연속적으로 관측 가능하기 때

문에 에어로졸의 변동성 분석에 용이하다. 이 연구에서

는 대기 중 에어로졸 양 판단을 위한 대표적 요소인 에

어로졸 광학두께(Aerosol Optical Thickness, AOT)의 공

간 분석이 목적이고 특히 동아시아는 다양한 에어로졸

이 혼재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에 의한 일부

연구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절실하다(Jang et al., 2011).

Terra와Aqua위성에 탑재되어있는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는 초분광 센서로서 36

개의 채널에 따른 공간해상도는 0.25~1 km이고 극궤도

위성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지구를 관측하나 같은

지역을 하루에 두 번만 관측할 수 있다. 정지궤도위성

인 통신해양기상위성 (COMS)에 탑재되어있는 기상 영

상기(Meteorological Imager; MI) 센서는 1 km해상도의

가시광선 채널 1개와 4 km해상도의 적외선 채널 4개의

총 5개의 채널에 의하여 동경 128.2도에서 15분마다 자

료를 생산한다. 즉 MODIS는 36개 채널을 갖는 센서로

705 km고도에서 전 지구를 근접 관측하는 반면 COMS

의 MI는 정지궤도 위성에 탑재되어 먼 거리(약 36,000

km)에서 오직 5개 채널 센서로 관측하기 때문에MI센

서에 의하여 산출되는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가시, 적외

채널을 혼용하여 산출하는MODIS센서에 비해 비교적

정확성이 낮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2년 1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

총 2년의 연구 기간과 동북아시아 지역(15~55N, 90~

150E)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MODIS와MI에서 관

측된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검

증을 위하여 전 지구적으로 수많은 관측소가 분포하며,

선행 연구들(Dubovik andKing, 2006; Dubovik et al., 2006)

로부터 정확성이 잘 알려진 Aerosol Robotic Network

(AERONET, Holben et al., 1998)을 이용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Terra에서 산출되는MOD와 Aqua에서 산출된MYD

Level 2 에어로졸 광학두께 자료(AOT)는 모두 550 nm

에서의 에어로졸 광학두께 이며, 그 종류로는 Dark

Target(DT), Deep Blue(DB) 및 Combined(CB)의 세 가지

가 존재한다. Dark Target AOT는 식생이 분포하거나 지

표면 반사도가 낮은 육지와 해상에서 산출되고 Deep

Blue AOT는 지표면 반사도가 높은 육지 또는 사막 같

은 곳에서 산출되어지나 해양에서는 산출되지 않으며

Combined AOT는Dark Target과Deep Blue를 합성시킨

자료이다 (Remer et al., 2005; Levy et al., 2013). 그러나

COMS의MI Level 2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물은 한 가

지 종류로서 MODIS가 가시광선 및 적외 채널을 혼용

하는 것과 달리 가시광선 채널(500~800 nm)하나와 복

사전달모델을 이용하여 550 nm에서의 에어로졸 광학

두께를 해양과 육지에서 모두 산출한다. MODIS의 경

우 10 km의 공간해상도로 같은 지역을 하루 두 번 관측

하나MI는 1 km의 공간해상도로 15분마다 관측을 수행

한다. 따라서 두 자료의 공간 해상도와 관측 주기가 다

르기 때문에 시·공간적 해상도의 일치가 요구된다. 즉

MODIS픽셀을 기준으로 1 km의 공간해상도의 MI자

료를 0.05°(약 5 km) 반경 평균하여 10 km로 공간적으로

일치 시켰고 MODIS관측 시간과 가장 가까운 시간의

MI자료와 시간적으로 일치 시켰다.

검증을 위하여 사용된 AERONET자료는 에어로졸

광학두께와 옹스트롬 지수(Angstrom Exponent) 및 가

강수량 등의 관측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관측 채널은

340, 440, 500, 675, 870, 1020, 1640 nm의 총 8개이다. 즉

MODIS, MI AOT와는 다르게 550 nm에서의 에어로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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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두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의 식(1)과 같은 옹스

트롬 지수 식을 역으로 변환시켜 550 nm의 에어로졸 광

학두께를 구하였다.

                      τ550 = τ440 × (  ) –AEA467                       (1)

식 (1)에서 τ550, τ440은 550과 440 nm에서의 에어로졸

광학두께이고 식(2)는 440 nm(λ550)와 670 nm(λ550)를 이

용하여 산출된 AE4467 옹스트롬 지수이다.

                     AE4467 =                        (2)

AERONET, MODIS및MI의 에어로졸 광학두께 자

료는 Levy et al.(2013)에 따라 AERONET관측소를 기준

으로 0.25°반경에 해당하는 각 위성 자료의 픽셀들을

평균하여 공간일치 시켰고 위성 관측 시간에 ±30분에

해당하는 AERONET자료들을 평균하여 시간일치 하

였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된 AERONET관측소는 Fig. 1

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1에서 AERONET자료가

2012년만 있을 경우는 빨간 세모로 표시하였고 2013년

에만 있을 경우는 파랑, 2012년과 2013년 모두 있을 경

우 녹색 세모로 표시하였다.

λ550

λ440

ln(τ440 / τ670)
ln(λ440 / λ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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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ERONET sites in Northeast Asia.

Table 1.  AERONET sites used in this study

Site Name Lon. (°) Lat. (°) Site Name Lon. (°) Lat. (°)
Baengnyeong 124.630 37.966 Korea_University 127.025 37.585
Beijing-CAMS 116.317 39.933 Kyungil_University 128.824 36.072
Beijing 116.381 39.977 Nara 135.828 34.688
Chen-Kung_Univ 120.217 23.000 NCU_Taiwan 121.192 24.967
Chiba_University 140.104 35.625 Noto 137.137 37.334
Dongsha_Island 116.729 20.699 Osaka-North 135.510 34.774
Dunhuang_LZU 94.955 40.492 Osaka 135.591 34.651
EPA-NCU 121.185 24.968 Pusan_NU 129.083 35.235
Fukue 128.682 32.752 QOMS_CAS 86.948 28.365
Fukuoka 130.475 33.524 SACOL 104.137 35.946
Gageocho_Station 124.593 33.942 Seoul_SNU 126.951 37.458
Gangneung_WNU 128.867 37.771 Shirahama 135.357 33.693
Gosan_SNU 126.162 33.292 Taihu 120.215 31.421
Gwangju_GIST 126.843 35.228 Taipei_CWB 121.500 25.030
Hankuk_UFS 127.266 37.339 XiangHe 116.962 39.754
Hong_Kong_PolyU 114.180 22.303 Xinglong 117.578 40.396
Hong_Kong_Sheung 114.117 22.483 Yonsei_University 126.935 37.564
Lulin 120.874 23.469 Zhongshan_Univ 113.390 23.060
Kobe 135.291 34.720



3. 결 과

MI와 MODIS센서에 의한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

결과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두 센서의 무작위 사례(2013

년 7월 24일)를 Fig. 2에 나타내었고 이 그림에서와 같이

(a)의MI와 (b)의MODIS에 의한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

출 결과는 서해안에서 비슷하나 빨간 원으로 표시한 영

역에서 차이가 발생된다. 즉MI의 경우MODIS와 비교

하여 산출된 에어로졸 광학두께 값이 크게 나타났다. 이

는 Fig. 3의 RGB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Fig. 2에서 빨

간색 원으로 표시된 지역이 구름 가장자리에 해당하고

이 지역의 옅은 구름을 에어로졸로 오탐지 하기 때문에

MI의 에어로졸 광학두께 값이 MODIS의 값보다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MOD/MYD06 Level 2 구름 자료를 이용하여

구름을 제거하고 MI와 MODIS센서의 해상도를 일치

시켜 완전히 맑은 영역의 화소에 대한 에어로졸 광학두

께 비교 결과를 Fig. 4에 나타냈다. 즉 Fig. 4는 주변을 둘

러싸고 있는 8개 화소의 전운량(Cloud Fraction)이 0인

경우의 DarkTarget(DT)와 Deep Blue(DB) 및 Combined

(CB)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나타낸 것이고 이들을 육지

와 해상으로 분류하여 각각을 Fig. 5와 6에 나타내었으

며 해양에서는Deep Blue(DB)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Combined(CB) 만을 나타내었다. Fig. 4~6의 컬러바는

데이터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구름을제거하고맑은영역에대한MIAOT와MODIS

DT와DB및CBAOT의 상관계수는 0.40 이하로 낮았고,

육지의 경우는 더 낮았으며 Fig. 6의 해양은 약 0.74정도

였다 . 즉 , 구름 없는 맑은 영역의 해양에서는 MI와

MODIS의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였으나 육지에서는 잘 일치하지 않았고 이 결과

는MI와MODIS의 에어로졸 산출 값이 구름 이외에 다

른 요소의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을 위한 지표면 특성

(식생의 유무, 사막, 습지, 눈 또는 얼음 등)을 분석하였

다. 즉 정규화식생지수(Normal Distribution Vegetation

Index, NDVI)와 Table 2의 지표면 피복(Land Cover) 자

료를 이용하여 Fig. 7, 8과 같이 지표면 특성에 따른 MI

와 MODIS두 위성 자료의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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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MI 2013.07.24.0515UTC, (b) MYD 2013.07.24.0530UTC.

                                                                                                     (a)                                                                                    (b)

Fig. 3.  2013.07.24.0530UTC, RGB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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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MI and MODIS AOT for clear pixels (Ocean).

Fig. 4.  Comparison of MI and MODIS (a) DT, (b) DB, (c) CB AOT for Clear pixels.

                                                              (a)                                                                      (b)                                                                      (c)

Fig. 5.  Comparison of MI and MODIS (a) DT, (b) DB, (c) CB AOT for Clear pixels (Land).

                                                              (a)                                                                      (b)                                                                      (c)



를 계산하였다.

Fig. 7에서와 같이 MI에 의한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NDVI의 변화와 관계없이 대부분MODIS보다 크게 나

타났고 특히 식생이 적어 지표면 반사도가 높은 정규화

식생지수(NDVI) 0~0.3 인 곳에서MI와MODIS의 차이

가 최대였다. 또한 Fig. 8에서X축의 7과 10 및 16은 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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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and cover type information for MODIS

0 Water 9 Savannas
1 Evergreen needleleaf forest 10 Grasslands
2 Evergreen broadleaf forest 11 Permanent wetlands
3 Deciduous needleleaf forest 12 Croplands
4 Deciduous broadleaf forest 13 Urban and built-up
5 Mixed forests 14 Cropland/Natural vegetation mosaic
6 Closed shrublands 15 Snow and ice
7 Open shrublands 16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8 Woody savannas 255 Unclassified

Fig. 7.  Difference of AOT between MI and MODIS with NDVI. Fig. 8.  Difference of AOT between MI and MODIS over land
area during 2012.

Fig. 9.  Aerosol optical thicknesses by AERONET and MODIS (a) DT, (b) DB, and (c) CB.

                                      (a)                                                                    (b)                                                                     (c)



지와 초지, 황폐하거나 식생이 적은 땅으로서 MI에 의

한 에어로졸 광학두께가MODIS보가 크게 나타났고 이

결과는 Fig. 7의 결과와 일치한다.

위 결과들의 검증을 위하여 지상 에어로졸 관측소인

AERONET을 이용해 MI와 MODIS AOT를 각각 비교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9, 10에서 보여 진다. 비교 결과,

AERONET과 MODIS에어로졸 광학두께의 상관계수

는 0.88 이상이었고 제곱평방근편차(Root Mean Square

Deviation; RMSD)는 0.21 이하였다. 그러나 MI의 경우

는 상관계수와 RMSD가 각각 0.33 및 0.71로서 AOT자

료에 대한 정확성이MI보다MODIS가 정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MI와 MODIS에 의한 에어로졸 광학

두께 산출 결과의 차이는 극궤도위성과 정지궤도위성

의 센서 차이이고 또한 정지궤도위성에 탑재된 MI센

서 자료는 직하점이 아니라 적도 상공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을 사선으로 바라보며 관측한 자료이기 때문에

MOSID의 직하점 자료 보다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

정확성이 뒤쳐지는 것은 필연이다. 따라서 MI센서를

이용하여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산출할 경우 정확성 향

상을 위하여 기하보정과 MI와 MODIS및 AERONET

자료의 상세 상관성 분석 결과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4.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극궤도 위성 Terra와 Aqua에 탑재된

MODIS와 정지궤도 위성 COMS의 MI센서에 의한 에

어로졸 광학두께 산출 결과들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

과MI에 의한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 결과는MODIS

결과와 해양에서 비교적 잘 일치하는 반면 구름 가장자

리와 육지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되었다. 즉, MI

의 경우 구름 가장자리의 옅은 구름을 에어로졸로 판단

할 경우MODIS결과보다 산출된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육지에서는 정규화식생지수

및 지표면 특성에 따라MI및MODIS의 에어로졸 광학

두께 산출 결과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육지에서MI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 결과는MODIS의

결과보다 크게 나타났고 정규화식생지수가 0~0.3인 식

생이 적어 지표면 반사도가 높은 곳에서MI와MODIS

의 차이가 최대였다.

또한MI및MODIS의에어로졸광학두께산출결과검

증을 위하여 AERONET지상 관측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AERONET과MODIS에 의한 에어로졸 광학두

께 산출 결과의 상관계수 및 제곱평방근편차는 각각

0.88 이상, 0.21 이하였다. 그러나MI의 경우는 마찬가지

로 AERONET과의 상관계수와 제곱평방근편차가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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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erosol optical thicknesses by AERONET and MI.



과 0.71로MODIS와 비교하여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

정확성이 크게 낮고 그 이유는MODIS의 극궤도위성과

MI의 정지궤도위성의 센서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MI를 이용하여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산출할 경우

MODIS와 AERONET자료를 활용하고 또한 MI의 가

시광선 채널이외의 적외 채널을 사용하여 구름 가장자

리의 옅은 구름을 에어로졸과 구분하거나 1 km의 고해

상도 자료를 3×3픽셀 표준편차 계산 등을 통해 구름의

효과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MI에어

로졸 광학두께를 산출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오차의 원인

으로 판단되는 지표면 반사도의 개선을 통해 에어로졸

광학두께 산출 시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판단

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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