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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정지궤도 환경위성 GEMS (Geostationary Environmental Monitoring 

Spectrometer, 2019 년 발사 예정)의 대기 기주 오염물질 농도 산출 

알고리즘과 산출물 검증을 위해 도입된 초분광 이미징 센서(Hyperspectral 

imaging sensor; 이하 초분광계)의 지상 관측 자료를 토대로 오존 및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천 시의 초분광계 산란광 자료로부터 오존 및 

이산화질소의 대기 기주 농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오존의 경우 2 개의 파장 쌍을 이용하여 농도를 산출하는 

다중 파장 쌍 방법이, 이산화질소의 경우 5 개의 파장 쌍을 이용한 복사 

휘도 피팅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알고리즘 개발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산출된 오존 및 이산화질소 

전량을 각각 판도라(Pandora), 돕슨 분광계(Dobson spectrometer) 

그리고 OMI(Ozone Monitoring Instrument)의 오존 및 이산화질소 전량과 

비교한 결과, 초분광계로부터 산출된 오존 전량은 판도라의 오존 전량에 

비해 큰 농도의 변동을 보였다. 이는 자외선 영역에서의 약한 신호와, 오존 

산출 파장 영역에서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잡음 신호(noise) 및 

초분광계의 노출시간에 따른 광감도 차이가 야기하는 오차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분광계와 판도라의 오존 전량을 비교하였을 때, 오차 

범위 내에서 산출 농도가 일치하였다(bias = 0.6 DU, RMSE = 5.34 DU).  

초분광계로부터 산출된 이산화질소 전량의 경우 판도라에 비해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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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나, 두 측기의 농도 변화의 경향성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as = 0.58 DU, RMSE = 0.64 DU). 

 

주요어 : 초분광 이미징 센서, 초분광계, 오존 전량, 이산화질소 전량, 대기 

기주 농도 산출 알고리즘 

 

학   번 : 2016-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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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동기 
 

대기 중 미량기체는 공기 분자의 약 1ppt(part per trillion)를 차지하는 

기체로, 그 양은 미미하나 스모그, 온실 효과, 산성비 등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류권 오존은 인간 및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주며,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 일부 미량기체는 주변 환경에 따라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 PM)을 형성하는 전구 물질 역할을 한다(Sigrist, 1994; Seinfeld et 

al., 1998). 따라서 이들을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하여 집중적으로 관측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최근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포름알데하이드 등 대기 중 기체상 

물질의 대기 기주 정보 산출을 위해 위성과 지상 및 항공 관측에서 

초분광계를 활용한 관측이 증가하고 있다. 초분광계는 5~16개 정도의 

채널을 가지는 다채널 분광계와는 달리, 연속적으로 수백 ~ 수천 개의 

채널을 가지며 수 nm 이하의 파장 간격으로 광원을 측정한다. 따라서 

초분광계 관측을 통하여 연속적인 파장정보를 포함한 고해상도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다양한 대기 중 흡수 물질에 대한 

농도를 산출할 수 있다. 

GEMS(Geostationary Environmental Monitoring Spectrometer)는 

2019년 발사 예정인 정지궤도 환경위성 GEOKOMPSAT-2B(GK-2B)의 

탑재체로,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을 관측할 예정이다. 

GEMS로부터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포름알데하이드, 에어로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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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적 특성 등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알고리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GEMS 산출 알고리즘과 

산출물 검증에 필요한 검증자료의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위성 자료의 

검증에는 위성과 독립적으로 관측된 자료가 필요하므로(Irie et al., 2008; 

Brinksma et al., 2008; Bucsela et al., 2008), GEMS 검증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상 및 항공 관측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서울, 부산에서 지상기반 관측 기기인 

판도라(Pandora)를 활용하여 관측을 수행 중에 있으며, 오존과 이산화질소 

등의 대기 기주 농도를 미 항공 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연구팀과 공동으로 산출하고 있다. 판도라로부터 

얻어진 오존 및 이산화질소의 대기 기주 농도는 OMI (Ozone Monitoring 

Instrument), GEMS 등의 위성 관측자료 검증에 관한 연구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Herman et al., 2009; Tzortziou et al., 2012; Yun et al., 

2013; Baek et al., 2017). 항공 관측으로는 항공기용 탑재체인 Geo-

TASO(Geostationary Trace gas and Aerosol Sensor Optimization)를 

이용하여 2016년 한･미 대기 질 관측 국제공동 캠페인(KORUS-AQ) 

동안 국내 주요 지역에 대한 관측이 수행되었으며, 현재 그 산출 

알고리즘의 개발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Geo-TASO는 GEMS와 

유사한 초분광 센서로, 향후 GEMS 미량 기체 및 에어로졸 산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측기로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판도라와 Geo-TASO 등의 국외 초분광계는 NASA에 

귀속된 장비로, NASA에서 운용하며 그 자료 역시 NASA에서 관리하여 

주요 물질의 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 되나, 알고리즘 개발에 직접 활용 



 

 - 3 - 

가능한 원시 자료의 공개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기인 초분광 이미징 센서(Hyperspectral Imaging 

Sensor)는 공간(x,y)과 파장(λ)에 대한 3차원 복사 휘도(radiance) 

정보를 관측하는 초분광계로, 항공 관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토지 

이용도, 지표면 산란, 농업, 수문학, 생태학,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초분광 

이미징 센서(이하 초분광계)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Bannon, 2009). 초분광계는 대기 오염 물질을 산출하는 원격 탐사 

장비와 같이 복사 휘도 정보를 생산하므로, 원격 측정 자료로부터 대기 중 

오염 물질의 농도를 산출하는 원리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초분광계의 경우, 대기 오염 물질 산출에 사용된 사례가 없으므로 

이에 적합한 산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계의 항공 관측에 앞서 지상에서의 관측을 토대로 오존 및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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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 이미징 센서(초분광계)의 지상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 중 미량 기체의 대기 기주 농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분광계 관측자료로부터 대기 중 미량기체인 오존 및 이산화질소의 

대기 기주 농도를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 

 

(2)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산출된 오존과 이산화질소 대기 기주 

농도의 지상 및 위성 관측자료와의 비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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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2.1 관측 기기 및 자료 
 

2.1.1 초분광 스펙트로미터 

본 연구에서 지상 관측에 사용된 초분광계는 Headwall 사의 UV-VIS 

파장 영역의 초분광 이미징 센서로, 공간(x,y)에 대하여 파장(λ)별 복사 

휘도를 관측한다. 직접 광원을 방사하여 돌아오는 빛을 관측하는 액티브 

센서(active sensor)와는 달리 태양, 즉 자연광을 광원으로 하는 패시브 

센서(passive sensor)이며 태양의 직달광 또는 산란광을 관측하여 전기적 

신호인 digital number (DN) 값으로써 원시자료를 저장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초분광계는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지상 기반 관측 

기기들과는 달리 항공 관측과 지상 관측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초분광계를 이용한 항공 관측 시, 위성에서 에어로졸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표면 알베도에 대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위성 관측 자료 사용 및 검증에 이용될 수 있다. 

초분광계의 관측 파장 범위는 250-500 nm이다. 관측 시야 각(field of 

view; FOV)은 수직 방향으로 13°이며, 수평 방향으로는 스캐닝 방식으로 

촬영하므로 설정하는 관측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데이터는 0.26 nm 의 

파장 간격으로 수집(sampling) 되며, 파장 해상도(FWHM)는 1.4 nm 이다. 

또한 분광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산각의 변화에 따른 왜곡(smile)과 

스펙트럼 채널의 왜곡(keystone)에 대한 수차 보정이 되어있다. 

초분광계의 자세한 세부 정보는 Table 1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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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Hyperspectrometer. 

Specification Hyperspectrometer 

Wavelength range [nm] 250-500 

Dispersion per pixel [nm/pixel] 0.26 

FWHM [nm] 1.4 

Spectral bands 961 

Spatial bands 1392 

 

 

초분광계의 원시자료는 파장(250~500 nm)에 대한 전기적 

신호(digital number; DN)로 저장되며, 이는 라디오 보정(radio calibration) 

및 암광 보정(dark calibration)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 파장 정보를 담은 

3 차원 복사 휘도 자료로 생산된다. 이때 측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 

범위(dynamic range)를 넘어 DN 이 최댓값이 되어 에너지가 포화되는 

파장이 존재한다면, 해당 파장 영역에서는 복사휘도를 산출할 수 없게 된다. 

직달광을 관측하는 판도라와 비교 검증을 위하여 직달 관측을 

시행하였으며, 알고리즘 개발 시 측기가 가진 파장 해상도가 낮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태양광이 대기를 더 오래 통과하는 산란광 역시 측정하였다. 

직달광 관측 시에는 측기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에너지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시간을 측기의 최소 노출 시간인 1 ms 로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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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하였으며, 산란광 관측 시에는 노출 시간을 50, 100, 200 ms 으로 

증가시켜 태양에너지를 더 오래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직달광 관측 시, 노출시간을 최소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00 nm 

파장 영역까지 모두 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존 

및 이산화질소 전량 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하여 직달광이 아닌 

산란광의 복사 휘도 관측자료를 사용하였다. 

 

2.1.2 판도라(Pandora) 

초분광계 산출물 검증에 사용된 판도라는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 (GSFC)에서 오존 및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하이드 등의 미량 

기체 모니터링을 위해 제작된 원격탐사 관측 기기로, 원시자료 및 산출 

알고리즘은 공개되지 않으며, 약 2 분마다 관측되는 오존과 이산화질소의 

대기 기주 농도를 NASA 웹사이트에서 준 실시간으로 

제공한다(http://data.pandonia.net/Seoul/Pandora27/). 우리 나라에는 

2012 년 Distributed Regional Aerosol Observation Networks 

(DRAGON)-NE 아시아 캠페인을 위해 처음 연세대학교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Kim et al., 2017).  

판도라는 스펙트럼 피팅(spectral fitting) 방법을 이용하여 

직달광으로부터 310-330 nm, 370-500 nm 피팅 윈도우(fitting 

window)에서 각각 오존 및 이산화질소 농도를 산출한다. 그 외 판도라에 

관한 자세한 측기 정보는 Table 2 에 나타내었다. 

판도라 데이터 사용 시 자료 품질(data quality)을 고려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임계값을 사용하였다. 정규화된 평균 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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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normalized RMSE)가 0.05 미만이며, 오존의 경우 

불확도(uncertainty)가 2 DU 미만, 이산화질소의 경우 불확도가 0.05 DU 

미만인 자료를 사용하였다(Herman et al., 2015; Tzortziou et al., 2012). 

 

2.1.3 돕슨 분광계(Dobson spectrophotometer) 

돕슨 분광계는 1920 년대 중반 성층권 오존을 관측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Dobson, 1957). 우리나라에는 1984 년 연세대학교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 WMO/GAW 관측소의 오존 전량 관측 

표준 기기로써 운용되고 있다(Cho et al., 2003; Kim et al., 2017). 

돕슨 분광계는 300-340 nm 영역에서 선택된 파장 쌍의 복사 휘도의 

상대적인 차이를 이용하여 오존 전량을 산출한다. 이 때, 국제 오존 

위원회(International Ozone Commission; IOC)에서 채택한 오존 흡수 

계수가 가장 큰 A (305.5, 325.0 nm), D (317.5, 339.9 nm) 파장 쌍을 

표준 파장 쌍으로 사용한다(Komhyr, 1980). 그 외 돕슨 분광계에 대한 

자세한 측기 정보는 Table 2 에 나타내었다. 

 

2.1.4 OMI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 는 오존 및 미량기체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2004 년 발사된 Aura 

위성의 탑재체이다(Levelt et al., 2006). Aura는 극궤도(sun-synchronous 

orbit) 위성으로, 오후 중으로 하루에 1~2 회 서울을 지난다(Kim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DOAS (Differential Optical Absorption 

Spectroscopy) 알고리즘(Veefkind et al., 2006)을 이용한 OMI 오존 전량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OMI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able 2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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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nsor specifications. 

 
Hyper-

spectrometer 
Pandora Dobson OMI GEMS 

Location Ground Ground Ground 

Low earth 

orbit 

satellite 

Geostationary 

satellite 

Wavelength 

[nm] 
250-500 280-525 

305.5, 

317.5, 325.0 

and 339.9 

264-311, 

307-383,  

349-504 

300-500 

Spectral 

sampling 

[nm] 

0.26 0.23 - 
0.33, 0.14, 

0.21 
0.2 

Spectral 

resolution 

(FWHM) 

[nm] 

1.4 0.6 - 
0.63, 0.42, 

0.63 
0.6 

FOV 

Flexible 

(horizontal 

scanning) 

13° 

(vertical) 

1.6 ° - 115 ° 

7 km X 8 km 

at Seoul 

(spatial 

resolution) 

Detector Charge Coupled Device (CCD) 

Product O3, NO2 

Total ozone, 

NO2, O3 

vertical 

profiles 

O3 

NO2, O3, 

SO2, 

HCHO, 

aerosols, 

BrO 

O3, NO2, 

SO2, HCHO, 

aerosols, 

CHOCHO 

Reference 
Headwall, 

2015 

Herman et 

al., 2009; 

Herman et 

al., 2015;  

Tzortziou et 

al., 2012 

Komhyr, 

1980 

Levelt et 

al., 2006 

https://www.

wmo-

sat.info/oscar

/instruments/

view/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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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측 지점 및 기간 
 

판도라와의 동시 관측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과학관 옥상(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37.564°N, 126.934°E, 해발고도 181m)에 초분광계를 

설치하여 관측을 수행하였다. 기술적 문제로 원격 자동 관측이 불가능하여 

수동적으로 관측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상시 관측이 아닌 사례 관측으로 

이루어졌다. 동일 장소에는 판도라뿐만 아니라 돕슨 분광계가 각각 2012 년, 

1984 년부터 상시 관측 중에 있다. 알고리즘 개발에 앞서 구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천 시 사례를 확보하였으며, 사례 일은 2017 년 10 월 

30, 31 일로 해당 사례일의 초분광계 자료 개수는 각 17 개, 7 개, 총 24 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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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알고리즘 
 

 

지상에서 관측한 복사 휘도로부터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직달광 및 산란광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직달광 및 

산란광으로부터의 대기 중 기체 농도 산출 방법이 다르므로, 어떤 광원을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알고리즘은 달라진다. 2.1.1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초분광계의 하드웨어적 문제로 인해 직달광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란광 데이터를 사용하여 오존 및 이산화질소의 전량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초분광계로부터 측정된 복사휘도는 현재 관측하고 있는 공간에서 대기 

중 여러 물질에 의해 감쇄된 복사휘도이다. 따라서 비어-람버트 

법칙(Beer-Lambert law)을 이용하여 측정된 복사 휘도로부터 대기 중 

미량기체의 농도를 산출 할 수 있다. 그러나 측기에서 관측한 복사 휘도 

정보는 측기 고유의 특성에 따라 그 관측 값이 실제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실제 값으로부터 왜곡되어 측정이 될 수 있다. 특히 초분광계에서 측정되는 

복사휘도 정보는 파장 별로 매우 조밀한 간격으로 그 정보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측기에서 가지고 있는 측기 고유함수(instrument function)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초분광 고해상도 자료로부터 이산화질소 및 

오존의 농도를 산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에 앞서, 초분광계로부터 

얻어지는 복사 휘도 자료에 측기 자체의 파장 해상도, 측기 고유함수, 잡음 

신호(noise)를 고려하였을 때 농도를 산출하고자 하는 기체에 대하여 

민감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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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분석 시 초분광계 데이터의 잡음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파장의 

복사휘도를 이동 평균하여 사용하였다(Tsai and Philpot, 1998; Vaiphasa, 

2005).  

산란광으로부터 대기 중 기체의 농도를 산출하는 방법 중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좁은 파장 밴드에서 기체의 차등 흡수 변화를 

이용하는 DOAS 방법이 있다(Platt et al., 2008).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초분광계의 파장 해상도는 1.4 nm 로, 고해상도 자료를 이용하는 

DOAS 방법으로 오존 및 이산화질소의 전량을 산출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복사전달모형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산출한 조견표(lookup table; 

LUT)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고리즘에 적용시켰다.  

 측기로 입사하는 복사 휘도는 태양 천정각(SZA), 측기 천정각(VZA), 

상대방위각(RAA) 등의 태양과 측기의 기하학 구조, 즉 광경로와 대기 중 

공기 분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 에어로졸에 의한 산란 및 흡수, 미량 

기체에 의한 흡수에 의해 그 양이 달라진다. 따라서 복사전달모형으로 

기하학 구조 및 에어로졸 광학두께, 미량 기체 농도를 변화시키며 해당 

조건에서의 파장 별 복사휘도의 이론적인 값을 산출하여 LUT 를 구성할 수 

있다. LUT 를 구성하기 위해 복사전달모형인 UVSPEC (v 1.7)을 

사용했으며, 대기 조건은 U.S. 표준 대기 조건으로 모의하였다. 

초분광계로부터 얻어지는 각 파장 별 복사 휘도는 단색광의 단일 

밴드(single band)가 아닌 1.4 nm 의 반치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을 가지는 복사 휘도 값이므로, 기기 고유 함수를 반치폭이 1.4 

nm 인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로 가정하였다. 또한 태양광을 

0.1 nm 의 해상도를 가지는 대기 외 스펙트럼(extraterrestrial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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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ucz, 1992)을 사용하였으며, 복사전달모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복사 휘도의 파장 해상도는 측기의 파장 수집 해상도와 동일하게 

0.26 nm 로 산출하였다. 오존 및 이산화질소의 단면적(σ)은 Bogumil et al 

(2003)에서 제시한 수식으로부터 계산된 값을 사용하였으며, 수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 (1)식에서 T0는 273.15K 이다. 

 

σ(λ) = 𝑐0(𝜆) + 𝑐1(λ)(𝑇 − 𝑇0) + 𝑐2(𝜆)(𝑇 − 𝑇0)2  (1) 

 

Table 3 은 LUT 구성 및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 및 기준 값을 

나타낸 것으로, 오존의 기준 값은 연세대학교에서 1985 년~ 2009 년 동안 

돕슨 분광계로 관측된 서울의 평균적인 오존 농도인 320 DU 를(박상서 외 

2011), 이산화질소는 2012 년 3 월~ 2013 년 10 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판도라로 측정된 이산화질소의 계절 평균값인 1.2 DU를 사용하였다(Yun et 

al., 2013). 

대기 중 미량기체는 특정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고유한 흡수 

단면적을 가진다. 특정 파장에서의 흡수 단면적과 기체의 농도를 곱하면 

해당 파장 영역에서의 기체에 대한 광학 두께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광학 두께에 비례하여 빛의 흡수 즉 복사 휘도의 감쇄가 일어난다. 따라서 

관측된 복사 휘도로부터 파장 별 흡수 단면적이 다른 특성을 이용하여 특정 

기체의 농도를 산출할 수 있다. Figure 1 은 오존, 이산화질소 및 여러 미량 

기체의 흡수 단면적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오존의 경우, 약 200-

300 nm 의 하틀리(Hartley) 흡수 밴드에서 오존에 의한 흡수 영역이 

존재하며, 약 320-360 nm 의 허긴스(Huggins) 밴드 에 서 오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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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복사 휘도의 흡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파장 대가 존재한다. 오존에 

의해 대부분의 태양 복사 휘도가 감쇄되어버리는 하틀리 밴드와는 달리 

허긴스 밴드에서는 태양 복사 휘도가 모두 감쇄되지 않으면서 타 기체에 

비하여 오존의 흡수 단면적이 매우 크다. 즉 해당 파장 영역에서 태양 복사 

휘도의 감쇄는 대부분 오존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원격 탐사 장비는 이러한 허긴스 밴드에서 오존의 흡수 특성을 

이용하여 오존의 농도를 산출한다. 한편, 이산화질소의 경우 250 nm 의 

자외선 영역에서부터 700 nm 의 가시광 영역까지 넓게 흡수 밴드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산출할 경우, 넓은 

밴드에서 다른 기체에 의한 흡수가 적은 파장 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사전달모형으로부터 산출한 복사 휘도 LUT 를 사용하여 

산란광으로부터 오존 및 이산화질소 전량을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직달광으로부터 상대적인 각도에 따라 변하는 복사 휘도에 대하여 SZA, 

VZA, RAA 를 변수로 하는 관계식을 만드는 방법과 에어로졸 산출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인 카이 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통하여 관측된 복사 

휘도와 복사전달모형으로부터 산출된 복사 휘도의 차이가 최소일 때의 

농도를 산출하는 복사 휘도 피팅(fitting)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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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riables and input values for LUT. 

Variables Input values 

SZA 
0, 10, 20, 30, 40, 50, 60, 70˚ 

Reference SZA = 50 ˚ 

VZA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Reference VZA = 50 ˚ 

RAA 
0, 10, 20, 30, 40, 50, 60, 90, 120, 180˚ 

Reference RAA = 10 ˚ 

Surface albedo 
0.1, 0.2 

Reference surface albedo = 0.1 

AOD (550 nm)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Reference AOD = 0.2 

Total column O3 

230 - 580 DU (5 DU interval) 

Reference TCO = 320 DU 

Total column NO2 

0.1 – 9.0 DU (0.1 DU interval) 

Reference TCN = 1.2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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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as absorption cross-section as a function of wavelength (Platt et al., 

2008). 

 

3.1 오존 
 

오존 농도를 산출하기 위해 돕슨 분광계의 오존 농도 산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돕슨 분광계는 기본적으로 직달광을 사용하며, 태양 

복사가 대기를 통과할 때 대기에 의해 감쇄가 일어나는 원리를 

이용한다(Komhyr, 1980). 이때, 관측 기기로 입사하는 태양의 복사 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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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및 다른 기체에 의한 흡수, 공기 분자 및 에어로졸의 산란에 의하여 

감쇄된다. 대기 상부(∞)에서 입사하는 복사의 세기(𝐼𝜆∞)가 지상 고도 z에 

도달했을 때의 복사 세기(𝐼𝜆)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𝐼𝜆

𝐼𝜆∞
= − ∫ 𝑘𝑔𝜆

∞

𝑧
𝜌𝑔 𝑠𝑒𝑐Ψ 𝑑𝑧 − ∫ 𝑘𝑚𝜆

∞

𝑧
𝜌𝑚 𝑠𝑒𝑐Ψ 𝑑𝑧 − ∫ 𝑘𝑎𝜆

∞

𝑧
𝜌𝑎  𝑠𝑒𝑐Ψ 𝑑𝑧 (2) 

 

아래 첨자 g, m, a는 각각 기체, 공기 분자, 에어로졸을 의미한다. 𝑘𝑔𝜆 , 

𝑘𝑚𝜆 , 𝑘𝑎𝜆 는 각각 기체의 질량 흡수 계수, 공기 분자의 질량 산란 계수, 

에어로졸의 질량 산란 계수이다. 식 (2)를 표준 상태로 환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𝐼𝜆

𝐼𝜆∞
= −𝛼𝜆𝑋 μ − 𝛽𝜆

𝑃

𝑃0
𝑚 − 𝛿𝜆 sec 𝑍         (3) 

 

여기서 𝑋는 표준상태에서 기체의 전량, 𝛼𝜆는 표준상태에서 해당 기체의 

체적흡수계수이며, 𝛽𝜆는 레일리 산란 광학 두께, 𝛿𝜆는 에어로졸 산란 광학 

두께이다. 또한 기체 량이 최대인 고도에서 천정각이 Ψℎ , 관측 지점에서 

태양의 천정각이 Ψ𝑏 , 지표로부터 태양의 천정각이 𝑍 일 때, secΨℎ = μ,

secΨ𝑏 = 𝑚, secZ = secΨ  이다. 따라서, 식 (3)으로부터 산출하고자 하는 

기체의 농도를 식 (4)를 통해 얻을 수 있다. 

 

                   X =
log

𝐼𝜆∞
𝐼𝜆

−𝛽𝜆
𝑃

𝑃0
𝑚−𝛿𝜆 sec 𝑍

𝛼𝜆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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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슨 분광계의 다중 파장 쌍 방법은 기체 전량 𝑋 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 해당 기체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흡수되는 파장과 약하게 

흡수되는 파장, 즉 파장 쌍을 이용한다. 식 (4)를 두 개의 파장 쌍으로 

나타내면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𝑋12 =
log(

𝐼𝜆∞/𝐼𝜆∞′
𝐼𝜆/𝐼𝜆′

)1−log(
𝐼𝜆∞/𝐼𝜆∞′

𝐼𝜆/𝐼𝜆′
)2−[(𝛽𝜆−𝛽

𝜆′)1−(𝛽𝜆−𝛽
𝜆′)2]

𝑃

𝑃0
𝑚−[(𝛿𝜆−𝛿𝜆

′ )
1

−(𝛿𝜆−𝛿𝜆′)2𝑠𝑒𝑐𝑍

(𝛼𝜆−𝛼𝜆′)1−(𝛼𝜆−𝛼𝜆′)2μ
   (5) 

 

여기서 𝜆 와 𝜆′ 는 기체에 의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흡수되는 파장과 

약하게 흡수되는 파장이며, 아래첨자 1, 2 는 파장 쌍을 의미한다. 이 때, 

기체에 의한 흡수 계수 𝛼𝜆 가 클수록 분자에 있는 레일리 산란 및 

에어로졸에 의한 산란 효과에 의한 오차가 작아질 수 있다.  

그러나 돕슨 분광계에서 사용하는 오존 전량 산출 방법은 직달광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산란광을 이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5)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농도를 구할 수 없으므로 다중 파장 쌍 분석법의 원리, 즉 

관측된 복사 휘도로부터 계산한 기체 흡수에 의한 민감도(𝑁𝑜𝑏𝑠)를 이용하되, 

이를 복사전달모형으로부터 산출된 민감도(𝑁𝑅𝑇𝑀 )와 함께 관계식을 만드는 

방법으로 오존 및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때, N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N′ = 𝑙𝑜𝑔 (
𝐼∞𝜆

𝐼∞𝜆′
) − 𝑙𝑜𝑔(

𝐼𝜆

𝐼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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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100N′     (6) 

 

여기서 는 대상 기체에 의해 강하게 흡수되는 파장, 는 약하게 

흡수되는 파장이며, 𝐼∞𝜆  및 𝐼∞𝜆′는 대기 외에서 해당 파장의 복사 휘도, 𝐼𝜆 

및 𝐼𝜆′ 는 측기에서 관측된 복사휘도이다. 파장 쌍을 선택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흡수가 강하게 일어나는 파장과 흡수가 약하게 일어나는 파장을 

선택해야 하며, 에어로졸과 레일리 산란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파장 쌍 사이의 길이가 길지 않은 두 파장을 선택해야 한다.  

 

3.1.1 복사 휘도 보정 

초분광계의 관측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300-360 nm 영역의 복사 

휘도가 실제보다 낮게 관측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이는 

초분광계가 자외선 영역에서 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관측 전 측기의 절대 복사 보정(absolute calibration) 및 암광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해당 관측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오존 농도를 산출할 경우 오존의 농도가 제대로 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측기에서 오존을 산출하는 파장 영역에서의 

복사휘도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어 𝑁𝑜𝑏𝑠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분광계 관측 자료로부터 오존의 대기 기주 농도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기 전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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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adiance observed from hyperspectrometer and calculated from the 

radiative transfer model under the same geometry condition at 12:17 on October 

31, 2017. The sensitivity to the radiance of the hyperspectrometer is significantly 

reduced at UV region in the blue box. 

 

자외선 영역의 복사 휘도를 보정하기 위하여 OMI 의 서울 지역 상공을 

지나는 시간(overpass time)의 오존 전량을 사용하였다. 관측일과 같은 날 

OMI 의 오존 전량 평균값을 해당 일의 오존 전량 참값으로 가정하여 

복사전달모형의 입력 값으로 넣음으로써 기준 복사휘도를 산출한 후, 

산출된 기준 복사휘도와 관측된 복사 휘도와의 차이만큼을 나누어주어 

보정해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 일 중 OMI 가 서울 상공을 통과하는 

시간과 겹치는 10 월 30 일의 초분광계 데이터에서 관측 시 노출시간이 

각각 50, 100, 200 ms 인 11 시 53, 55, 57 분의 관측 복사 휘도를 각각 

사용하여 노출 시간 별 복사 휘도 저하율(degradation rate, 𝐷𝜆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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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다. 이 때, 𝐷𝜆 =
(𝐼𝜆)𝑜𝑏𝑠

(𝐼𝜆)𝑅𝑇𝑀
 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다른 시간에 

관측된 복사 휘도 ( (𝐼𝜆)𝑜𝑏𝑠 )에도 일괄적으로 나누어줌으로써 보정된 복사 

휘도 ((𝐼′𝜆)𝑜𝑏𝑠)를 얻었다. 10 월 30 일의 OMI 의 평균 오존 전량은 272.6 

DU 이었다. 

 

3.1.2 민감도 분석 

N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 기준 상태에서 오존 농도가 230, 580 

DU 일 때의 정규화된 복사 휘도(normalized radiance, 대기 외 복사 

조도에 대한 복사 휘도의 비율)의 차이가 큰 파장과 작은 파장을 각각 

오존에 의한 흡수가 강한 파장( )과 약한 파장( )으로 선택하였다(Figure 

3). 이때, 앞서 3.1.1 절에서 언급한 300-320 nm 자외선 영역에서 

초분광계의 민감도 저하를 고려하여 정규화된 복사 휘도 차가 가장 큰 310 

nm 보다 더 장파에서 파장 쌍을 선택하였다. 선택한 파장 쌍은 A 파장 쌍 

321.469 nm, 343.852 nm 와 D 파장 쌍 334.793 nm, 355.044 nm 로 

기존의 오존 농도를 산출하는 패시브 원격 탐사 장비인 돕슨 분광계, 

OMI 의 오존 산출 파장 영역과 비교하였을 때 장파에 속한다(Table 4). 

따라서 해당 파장 쌍을 이용할 시, 오존에 대한 민감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파장 방향으로 25 개 픽셀 co-adding(co-adding)한 복사 휘도를 

이용하여 𝑁𝐴𝐷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𝑁𝐴𝐷는 𝑁𝐴와 𝑁𝐷의 차, 즉 

두 파장 쌍의 민감도 차로, 오존의 농도, AOD 및 SZA, VZA, RAA 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각 요소 별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Figure 4 는 각 요소 별 𝑁𝐴𝐷 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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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서 주황색 실선은 오존의 농도가 230 DU 에서 580 DU 으로 증가할 

때 변하는 민감도를 나타낸다. 오존의 농도가 230 DU, 580 DU 일 때의 

𝑁𝐴𝐷 의 차(  ∆𝑁𝐴𝐷 )는 오존의 농도가 350 DU 변할 때 𝑁𝐴𝐷 의 변화이므로, 

가령 ∆𝑁𝐴𝐷가 10 일 경우 𝑁𝐴𝐷가 1 변할 때 오존의 농도는 35 DU 이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𝑁𝐴𝐷 가 클수록 해당 파장 쌍에서 오존 농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민감도 분석 결과, SZA 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VZA 및 AOD 에 대해서는 비교적 

작은 민감도와 RAA 에 대해서는 미미한 민감도가 나타났다.  

 

 

Figure 3. Spectrum showing the difference of normalized radiance when total 

column ozone is 230 DU, 580 DU. For TCO retrieval, 321.469 / 343.852 nm and 

334.793 / 355.044 nm were selected as A and D wavelength pai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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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avelength pairs of hyperspectrometer and Dobson spectrophotometer 

and fitting window of Pandora and OMI for ozone retrievals. 

Instrument Wavelength [nm] 

Hyperspectrometer 321.469 / 343.852, 334.793 / 355.044 (wavelength pairs) 

Dobson 305.5 / 325.0, 317.5 / 339.9 (wavelength pairs) 

Pandora 310-330, 305-330 (fitting window) 

OMI 331.1 – 336.1 (fitting window) 

 

 

 

Figure 4. Sensitivity changes of NAD with (a) SZA, (b) VZA, (c) RAA, (d) AOD 

and total column O3. The black line to orange line represent total column O3 from 

230 to 580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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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오존 전량 산출 방법 

오존 전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관측 자료로부터 계산된 𝑁 값( 𝑁𝑜𝑏𝑠 )과 

복사전달모형으로부터 산출된 𝑁 값( 𝑁𝑅𝑇𝑀 )의 관계식을 통해 오존 전량을 

산출하는 다중 파장 쌍 방법을 사용하였다. 3.1.2 절의 민감도 분석을 

바탕으로 𝑁값이 SZA, VZA, AOD 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한다면, 

𝑑𝑂3

𝑑𝑁
은 SZA, VZA, AOD 에 따른 상수로써 제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관측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𝑁𝑜𝑏𝑠값과 이론적인 𝑁𝑅𝑇𝑀값의 차이로부터 오존의 

농도를 산출하는 관계식을 아래의 식 (7)과 같이 세울 수 있다.  

 

𝑂3 = 𝑂3𝑟𝑒𝑓 +
𝑑𝑂3

𝑑𝑁
(𝑁𝑜𝑏𝑠 − 𝑁𝑟𝑒𝑓)             

 

𝑑𝑂3

𝑑𝑁
=

𝑂3′−𝑂3𝑟𝑒𝑓

𝑁𝑅𝑇𝑀−𝑁𝑟𝑒𝑓
     (7) 

 

식 (7)의 𝑂3은 산출하고자 하는 오존 전량이다. 
𝑑𝑂3

𝑑𝑁
의 값은 Table 5 에 

제시된 예시와 같이 관측 시 SZA, VZA 및 AOD 의 조건을 넣어 산출한 

상수 값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오존의 농도(𝑂3′)가 290-350 DU 일 때의 

𝑑𝑂3

𝑑𝑁
을 계산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 때 𝑁𝑟𝑒𝑓 는 Table 3 의 기준 

조건에서 산출되었으며, 𝑂3𝑟𝑒𝑓 는 320 DU 이다. 마지막으로, 보정된 복사 

휘도로부터 오존 전량을 산출하기에 앞서 𝑁𝑜𝑏𝑠 을 계산할 때, 측기의 잡음 

신호를 줄이기 위하여 공간 및 파장에 대하여 각각 50, 25 개의 픽셀을 

co-adding 한 복사 휘도를 사용하였으며, 𝑁 𝑅𝑇𝑀을 계산할 때 역시 파장에 

대하여 25 개의 채널을 co-adding 한 복사 휘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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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efficients for dO3/dN (RAA = 10 °, AOD = 0.2). 

SZA 

VZA 
0° 10° 20° 30° 40° 50° 60° 70° 

0° 53.3 52.6 51.1 49.6 48.5 47.5 46.9 46.7 

10° 51.9 52.5 51.8 50.3 48.8 47.6 46.8 46.5 

20° 48.6 49.8 50.2 49.5 48.1 46.7 45.7 45.2 

30° 44.3 45.3 46.2 46.5 45.8 44.6 43.5 42.8 

40° 39.4 40.0 40.6 41.3 41.5 40.9 39.9 39.2 

50° 33.8 34.1 34.4 34.9 35.3 35.3 34.9 34.3 

60° 27.4 27.6 27.7 27.9 28.1 28.2 28.2 27.9 

70° 20.3  20.4  20.5  20.5  20.5  20.4  20.3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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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산화질소 
 

 

3.2.1 민감도 분석 

오존과 같은 방법으로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0.1~9.0 DU 일 때의 

정규화된 복사 휘도의 차가 큰 파장과 작은 파장을 각각 와 으로 

선택하였다(P 파장 쌍: 422.460 nm, 442.455 nm, Q 파장 쌍: 400.077 nm, 

428.056 nm). Figure 5 는 𝑁𝑃𝑄의 SZA, VZA, RAA 및 AOD, 이산화질소 

전량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보여준다. 𝑁𝑃𝑄는 오존과는 달리 SZA, VZA, 

RAA 및 AOD에 대해 복잡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민감도가 증가 

및 감소하는 유형이 선형적이지 않다. 따라서 𝑁값을 이용한 관계식을 만들 

수 없으므로, 오존과 같은 방법으로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산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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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ensitivity changes of NPQ with (a) SZA, (b) VZA, (c) RAA, (d) AOD 

and total column NO2. The blue line to red line represent total column NO2 from 

9.0 to 1.0 DU. 

 

3.2.2 이산화질소 전량 산출 방법 

이산화질소의 경우, 오존과는 달리 𝑁 값이 태양의 기하학 구조 및 

AOD 에 대하여 비선형적으로 변하므로 𝑁 의 변화에 따른 이산화질소 

농도의 변화를 상수로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로 에어로졸 산출에 

이용되는 방법인 복사 휘도 피팅(radiance fitting) 방법을 이용하여 

이산화질소 전량 산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복사 휘도 피팅을 위하여 이산화질소에 의한 흡수가 강/약한 파장 쌍 

5 쌍을 선택하였으며, 각 파장 쌍은 Table 6 에 명시하였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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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전달모형으로부터 산출된 LUT 과 피팅하기 위해 복사 휘도의 절댓값 

대신 두 파장 간(이산화질소에 의해 흡수가 강/약한 파장)의 복사 휘도(
𝐼′𝑘

𝐼𝑘
) 

비율( R )을 사용하였다. 이는 복사량 절대 보정이 수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측기의 잡음 신호를 

줄이기 위해 공간과 파장에 대하여 각각 30, 5 개의 픽셀을 co-adding 한 

복사 휘도를 알고리즘에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아래의 수식에서 𝜒2 가 

최솟값이 되는, 즉 관측 값과 복사전달모형의 값의 오차가 가장 작을 때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채택하였다. 

𝜒2 = ∑
(𝑅𝑜𝑏𝑠𝑘

−𝑅𝑅𝑇𝑀𝑘
)2

𝑅𝑅𝑇𝑀𝑘

5
𝑘=1               

R =
𝐼′𝑘

𝐼𝑘
     (8) 

 

Table 6. Wavelength pairs used to total column NO2 retrieval. 

Strong absorption wavelength [nm] Weak absorption wavelength [nm] 

400.610 407.055 

409.403 416.598 

421.661 426.457 

435.251 442.179 

448.307 45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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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4.1 오존 및 이산화질소 전량 산출 사례 분석 
 

4.1.1 오존 

Figure 6 은 초분광계 false color RGB 영상과, 동일한 공간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산출된 오존 전량 예시를 나타낸다. 2017 년 10 월 30 일 

11 시 55-57 분의 평균 오존 전량은 270.9 ± 4.0 DU 이며, 2017 년 10 월 

31 일 12 시 17-19 분의 평균 오존 전량은 274.3 ± 4.9 DU 으로 

산출되었다. 초분광계 자료로부터 산출된 오존 전량의 공간분포에서 수평 

및 수직적으로 오존 농도의 변동이 나타나 농도 값의 편차를 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파장 및 공간에 대하여 복사 휘도를 co-adding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존 산출 파장 영역에서의 잡음 신호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나타나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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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yperspectrometer false color RGB image (top) and retrieved total 

column ozone (bottom) at 11:55-57 LST 30 October, 2017 (left) and 12:17-19 

LST 31 October, 2017 (right). 

 

 

4.1.2 이산화질소 

2017 년 10 월 30 일 13 시 27-29 분의 평균 이산화질소 전량은 1.9 

± 0.63 DU, 2017 년 10 월 31 일 10 시 36-38 분의 평균 이산화질소 

전량은 1.6 ± 0.25 DU 으로 산출되었다(Figure 7). 이산화질소 전량의 

공간 분포는 오존과는 달리 태양에 대하여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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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과 가까울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양 

디스크(solar disk)의 영향을 받아 잡음 신호가 증가함으로써 이산화질소의 

농도를 과대 추정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태양과 초분광계와의 상대적인 수평 위치 조건을 제한하여 농도를 

산출해보았다. Figure 8 은 그 결과를 나타내며, 2017 년 10 월 31 일 10 시 

39-41분의 자료로부터 RAA에 대한 조건을 각각 모든 RAA 포함, RAA > 

10˚, RAA > 15˚로 두고 산출한 것이다. RAA 에 대한 조건을 두고 

산출되는 이산화질소 전량을 비교해 본 결과 RAA 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제한할수록 산출되는 이산화질소의 전량이 1.2 DU 에서 0.9 DU 로 

감소하였다. 동 시간대 판도라의 이산화질소 전량 값은 0.5 ± 0.04 DU였다. 

또한 같은 날 12 시 7-9 분 자료 역시 RAA 가 9.7~17.5˚로 태양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 태양 디스크 잡음 신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RAA 에 대한 조건을 두어 

이산화질소 전량을 산출 했을 때, 평균 이산화질소 전량이 2.7 DU 에서 2.1 

DU 까지 감소하였다. 이 때 판도라로부터 산출된 이산화질소 전량은 1.6 ± 

0.09 DU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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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Hyperspectrometer false color RGB image (top) and retrieved total 

column NO2 (bottom) at 13:27-29 LST 30 October, 2017 (left) and 10:36-28 LST 

31 October, 2017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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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trieved total column NO2 at 10:39-41 LST 31 October, 2017 (left) 

and 12:07-09 LST 31 October, 2017(right), (a) and (d) all RAA, (b) and (e) RAA 

> 10˚, (c) and (f) RAA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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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교 및 검증 
 

초분광계로부터 산출된 오존 및 이산화질소의 전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같은 기간 판도라 및 돕슨 분광계, OMI 로부터 산출된 오존, 이산화질소 

전량과 비교하였다.  

 

4.2.1 오존 

Figure 9 는 2017 년 10 월 30 일, 31 일 동안 초분광계, 판도라, 돕슨 

분광계 및 OMI로부터 산출된 오존 전량의 시계열을 나타낸다. 각각의 에러 

바는 초분광계의 표준편차, 판도라, OMI 의 에러 값을 나타낸다. 2017 년 

10 월 30 일의 경우, 초분광계로부터 산출된 오존 전량이 판도라에 비하여 

큰 농도 변동을 보였다. 이는 앞서 3.1.1 절에서 언급한 오존 전량 산출 

파장영역에서 약한 복사휘도 신호를 보정해주는 과정에서 기준 복사 휘도와 

관측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𝐷𝜆로 나누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잡음 신호의 영향 및 노출시간의 차이 등 복합적 

요인이 오존 전량의 변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 년 10 월 31 일은 초분광계의 오존 전량이 판도라의 오존 전량에 

대하여 과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체로 판도라 및 초분광계 오존 

전량 산출 농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산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gure 10 의 산포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포도는 두 측기 간 관측 

시간이 1 분 이내로 일치할 때의 오존 전량을 나타낸 것으로, 동시간에 

관측된 자료로부터 산출된 초분광계와 판도라의 오존 전량은 0.6 DU 의 

편향치(bias)와 5.34 DU 의 평균 제곱근 오차(RMSE) 값을 가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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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한 초분광계와 판도라의 오존 전량은 3% 이내에서 91.3%, 5% 

이내에서 100% 일치하였다. 

 

 

Figure 9. Time series of Pandora, Dobson spectrophotometer, OMI and 

hyperspectrometer total column ozone during 30 (top) and 31 (bottom)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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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catter plot of Pandora and hyperspectrometer total column ozone 

during 30 and 31 October, 2017. 

 

 

4.2.2 이산화질소 

Figure 11 은 2017 년 10 월 30 일, 31 일의 판도라 이산화질소 전량과 

RAA 가 15˚이상일 때 초분광계로부터 산출된 이산화질소 전량의 

시계열을 나타낸다. 초분광계와 판도라 이산화질소 전량의 에러바는 각각 

표준편차, 에러 값을 나타낸다. 전 기간에서 초분광계로부터 산출된 

이산화질소 전량이 판도라에 비해 과대 추정되지만, 두 측기 간 이산화질소 

전량 변화 경향성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2 는 두 측기 간 

관측 시간이 1 분 이내로 일치할 때의 농도를 산포도로 나타낸 것이며 사례 

기간 동안 두 측기간 이산화질소 전량의 편향치는 0.58 DU, 평균 제곱근 

오차는 0.64 DU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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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ime series of Pandora and hyperspectrometer total column NO2 

during 30 (top) and 31 (bottom)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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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catter plot of Pandora and Hyperspectrometer total column NO2 

during 30 and 31 October, 2017. 

 

 

4.2.3 알고리즘의 민감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분광계는 좁은 FOV 로 점(spot) 관측을 하는 

판도라와는 달리 스캐닝 방식으로 관측을 수행한다.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조밀한 파장 간격의 복사 휘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수평 방향의 

모든 복사 휘도를 사용하여 농도를 산출할 시, 데이터 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측기가 가진 잡음 신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오존 및 이산화질소 산출에 수평방향으로 각각 50 개, 30 개 

픽셀을 co-adding 한 복사 휘도를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오존 알고리즘의 공간 해상도에 

대한 민감도를 보기 위하여 공간적인 co-adding 픽셀 개수를 변경한 복사 

휘도를 기존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오존 및 이산화질소 전량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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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은 수평 공간 방향으로 각각 50 개, 25 개 픽셀을 co-adding 한 

복사 휘도를 사용하여 산출한 오존 전량 사례를 나타낸다. 공간적으로 co-

adding 픽셀 개수를 절반으로 줄여 오존 전량을 산출하였을 때, 평균 오존 

농도는 약 0.5% 이내의 차이를 보였으며 표준 편차는 증가하였다. 

사례기간 모든 사례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사례 기간 동안 표준 

편차는 평균적으로 0.9 DU 증가하였다. 

 

 

Figure 13. Retrieved total column ozone using 50-pixel (top) and 25-pixel 

(bottom) co-added radiances at 11:55-57 LST 30 October, 2017 (left) and 12:17-

19 LST 31 October, 2017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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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는 공간적으로 co-adding 픽셀 개수를 30 개에서 15 개로 

줄였을 때 산출된 이산화질소 전량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산화질소 역시 

약 0.5% 이내에서 농도 변화가 있었으며, 사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표준 

편차가 0.02 DU 증가하였다.  

 

Figure 14. Retrieved total column ozone using 30-pixel (top) and 15-pixel 

(bottom) co-added radiances at 13:27-29 LST 30 October, 2017 (left) and 10:36-

38 LST 31 October, 2017 (right). 

 

공간적으로 co-adding 픽셀 수를 줄인 후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오존 

및 이산화질소의 전량을 산출했을 때, 농도 및 표준 편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의 경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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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작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공간적인 복사 

휘도의 변화가 오존 및 이산화질소 전량 산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농도가 안정적으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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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      약 
 

 

초분광계를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과학관 옥상에서 지상 

관측을 수행하였다. 초분광계 관측 자료로부터 오존 및 이산화질소의 농도 

산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사전달모형 UVSPEC (v1.7)을 이용하여 

각 항목 별 복사휘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측기의 

관측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기기 고유함수를 적용하였으며, 측기의 잡음 

신호와 파장의 편향성(spectral shift)등 농도 산출에 오차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오존, 이산화질소에 대하여 각각 25, 

5 개 파장의 복사휘도를 이동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초분광계 관측 자료로는 산란광을 이용하였으며, 오존 및 이산화질소 

농도 산출 알고리즘 원형 개발에 앞서 산란광으로부터 관측 항목의 농도 

산출 가능성을 보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산란광으로부터 대기 

중 기체의 농도를 산출하는 방법 중 하나인 다중 파장 쌍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보기 위하여 해당 기체에 의해 흡수가 강/약한 파장 쌍 2 쌍을 

각각 선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오존의 경우 SZA 의 

증가에 따라 민감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ZA, RAA 

및 AOD 에 대해서는 낮은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산화질소의 경우, SZA, VZA, RAA 및 AOD 에 대해 비선형적인 민감도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민감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존 전량 산출 

알고리즘에는 2 개의 파장 쌍을 이용하였고, SZA 과 오존 농도에 따른 단위 

N 값 변화에 대한 관계식으로써 오존 전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 43 - 

이산화질소의 경우 기존에 에어로졸 광학 특성 변수 산출에 사용되고 있는 

카이 제곱 검정 방법을 통해 복사 휘도 관측 값과 모델 값을 피팅하여 

농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채택, 알고리즘에 사용하였다. 복사 휘도의 피팅 

시 측기의 절대 복사 보정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흡수가 강/약한 

파장에서 복사휘도의 비율을 이용하였으며, 복사전달모형으로부터 산출된 

이론적인 복사휘도 비율과 피팅하여 관측과 모델의 차이가 가장 작을 때의 

농도를 채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때, 측기에 의한 잡음 신호를 

줄이기 위하여 공간 및 파장에 대하여 각각 50, 30 개의 픽셀을 co-

adding 한 복사 휘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오존을 산출하는 파장 영역인 

자외선 영역에서 복사 휘도에 대한 측기의 민감도가 떨어져 실제보다 복사 

휘도가 낮게 관측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OMI로부터 산출된 오존 전량 

값을 복사전달모형에 입력하여 계산된 이론적인 복사 휘도로 보정해주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으로부터 산출된 오존 전량은 2017 년 

10 월 30, 31 일 동안 판도라의 오존 전량에 비해 농도의 변동을 보였으며, 

이는 자외선 영역에서의 약한 신호와, 오존 산출 파장 영역에서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잡음 신호 및 노출시간에 따른 광감도 차이가 야기하는 

오차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측기 간 오존 전량을 비교하였을 

때, 오차 범위 내에서 산출 농도가 잘 일치하였다(bias = 0.6 DU, RMSE = 

5.34 DU). 판도라로부터 산출된 이산화질소 전량과 초분광계로부터 산출된 

이산화질소 전량을 비교한 결과 초분광계의 이산화질소 전량이 판도라에 

비해 과대 추정하였으나, 두 측기 간 이산화질소 전량의 변화 경향성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as = 0.58 DU, RMSE = 0.64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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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rieval of O3 and NO2  

column amounts from 

hyperspectrometer measurements 
 

 Hyeon-Ju Park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yperspectral imaging sensor (hyperspectrometer hereafter) was introduced 

to validate retrieval algorithm and outputs of Geostationary Environmental 

Monitoring Spectrometer (GEMS) to be launched in 2019. Algorithms retrieving 

the total column ozone (TCO) and total column nitrogen dioxide (TCN) based on 

ground-based hyperspectrometer measurements were developed. In this study, 

clear sky scattered radiance data from hyperspectrometer observations were used 

for sensitivity analysis, two wavelength pairs method were applied to the 

algorithm for TCO and radiance fitting method using five wavelength pairs were 

suitable for TCN retrieval algorithm. The TCO retrieved from the algorithm 

developed in this study were compared with that of Pandora, Dobson 

spectrometer, and Ozone Monitoring Instrument (OMI) and TCN with that of 

Pandora. The TCO retrieved from hyperspectrometer showed a vari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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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compared to that of Pandora, which can be regarded as an error 

caused by a weak signal and a noise not completely removed in the UV region 

and difference of exposure time. Despite of variation of TCO between 

hyperspectrometer and Pandora, the retrieved TCO was within the error range 

(bias = 0.6 DU, RMSE = 5.34 DU). The TCN retrieved from the 

hyperspectrometer was overestimated compared to Pandora but the trend of TCN 

change showed good agreement (bias = 0.58 DU, RMSE = 0.64 DU). 

 

 

Keywords : hyperspectral imaging sensor, hyperspectrometer, total column ozone, 

total column nitrogen dioxide, total column retrieva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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