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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로

인한 경제 활동 봉쇄 조치로 인위적인 에어로졸 및 전구물질 배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광흡수 특성

변화와 이로 인한 기후복사효과를 지상 직접 관측(in-situ)과

AERONET 썬포토미터를 통한 대기 기주 특성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에 따른 에어로졸 광학 특성의 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2020년 2월과 3월에 대체로 뚜렷한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감소가

관측되었다. 특히, 2020년 3월에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이전 5년(2015-

2019) 평균 대비 약 31-46% 감소하였다. 대기 기주에서의 에어로졸

광흡수 정도를 나타내는 광흡수 에어로졸 광학두께 역시 같은 기간 약

22-34%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지표 근처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광산란 계수는 이전 5년 평균

대비 2020년 3-4월에 약 20% 가량 감소한 데 반해, 에어로졸 광흡수

계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otential Source Contribution

Function (PSCF) 분석 결과, 이 기간 에어로졸 광흡수 계수가 유의미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은 것은 국내에서 배출된 광흡수 에어로졸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감소로 지표면에서의 에어로졸 직접복사

강제력은 2020년 3월 연구 대상지역에서 약 17-28% 감소하였으나,

대기 중 에어로졸에 의한 직접복사강제효율은 오히려 이전 5년(2015년

-2019년)과 비교하여 약 24-36%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중

산란 에어로졸의 뚜렷한 감소는 광흡수 에어로졸의 상대적 비율 증가로

귀결되었으며, 이는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감소 대비 복사강제력의

감소가 적게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주요어 : 에어로졸, 광흡수 에어로졸, 에어로졸 복사강제력,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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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코로나19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전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공식적으로 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되었다(WHO, 2020).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서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부터 전면적인 봉쇄 조치(lockdow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경제 활동은 급격히

제한되었다. 이러한 코로나19 봉쇄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대기질의

변화를 가져왔다. 각 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실시된 연구들은 이 기간 중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 NO2, SO2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농도의 감소를 일관되게 보고하였다(Abdullah et al., 2020; Berman et 

al., 2020; Jephcote et al., 2021; Dantas et al., 2020; Li et al., 2020; 

Tobías et al., 2020).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중 배출량의 확연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을 포함하는 중국

동북부에서는 풍속 약화와 높은 습도 등의 기상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대기오염물질의 증가가 일어나 오히려 대기질이 악화된 경우도

있었다(Le et al., 2020; Wang et al., 2020). 이에 더해 오존의 경우

많은 도시에서 봉쇄 기간에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였다(Collivignarelli et al., 2020; Lian et al., 2020; Liu et 

al., 2020; Nakada et al., 2020; Sharma et al., 2020).

대한민국 역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최초 보고 된 이후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정부는 2020년 2월 23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고 곧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 시행은 산업활동과 교통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 결과 다른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대기질의 개선이

나타났으며, Ju et al. (2020)에 따르면 2020년 3월에 전국 평균 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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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 NO2, CO의 농도가 전년도에 비해 각각 45.45%, 35.56%, 

20.41%, 17.33% 감소하였다.    

대기 중의 에어로졸(aerosol)은 태양복사를 산란시키거나 흡수함으

로써 지구 복사 수지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킨다(Charlson et al., 1992). 

암모늄, 질산염, 황산염과 같은 광산란 에어로졸은 대기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반면(Charlson et al., 1992), 광흡수 에어로졸은 태양의 단파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후 장파 복사 형태로 방출함으로써 지구대기를 가열시

켜 온실기체와 함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Bond 

et al., 2013). 블랙카본(Black Carbon, BC)과 브라운카본(Brown 

Carbon, BrC)과 같은 탄소성 에어로졸들이 대표적인 광흡수 에어로졸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주로 생성된다(Bond et al., 

2013; Laskin et al., 2015). Bond et al. (2013)에 의하면 동아시아는 블

랙카본으로 인한 복사효과가 큰 곳 중 하나이며 특히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블랙카본 배출량이 많은 지역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는

블랙카본 농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Xu et al. (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에 블랙카본의 농도가 지역에 따라 38%에서 49%까지 감

소하였으며 Jia et al. (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 중국

동부와 중국 북부지역에서 블랙카본의 배출량이 각각 70%, 48%까지 감

소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이 집중된 중국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와 이와 관련된 연무(haze)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위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극적인

감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기간에 대한 연구는 인위적인 오염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 수립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상 직접 및 원격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봉쇄조치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 에어로졸의

광흡수 특성 변화와 관련된 복사효과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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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nges of air pollution concentration during the COVID-19 
lockdown. PM and NOx concentrations decreased, while ozone (O3) 
concentration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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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 중 동아시아에서 관측된

에어로졸의 광흡수 특성과 이로 인한 대기 중 태양 복사 흡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기간 지상 원격관측 및 위성 관측을 통해 관측된

동아시아 지역 대기 기주 에어로졸의 광학적 특성 분석

(2) 코로나19 기간 지표면에서 지상 직접 관측을 통해 관측된

지표 부근 에어로졸의 광학적 특성 분석

(3) 코로나 19 기간의 에어로졸의 직접복사강제력 및

복사강제효율변동 특성 분석



5

제 2 장 연구 방법

2.1 관측 지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동부와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가운데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는 세

곳의 관측소(베이징, 서울, 안면도)에서 측정된 AERONET 썬포토미터

관측 자료와 안면도에서 측정된 지상 직접 관측(in-situ) 자료를

분석하였다.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인 동시에 BTH (Beijing-Tianjin-Hebei)라

불리는 중국 북부 최대 광역도시권의 일부로 지난 수 십 년 간의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인위적인 오염물질 배출 증가로 인한 극심한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Han et al., 2014). 특히,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베이징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혀왔다(Hu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베이징 북부 40.00⁰N, 

116.38⁰E, 해발고도 59m에 위치한 Institute of Remote Sensing and 

Digital Earth (RADI)에서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주변 경기도를 포함하여 거대한

광역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베이징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다. 이에 더해 서울의

대기질은 중국으로부터 수송되는 장거리수송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Lee et al., 2019). 본 연구에 사용된 관측 자료는

서울 남부에 위치한 서울대학교(37.46⁰N, 126.95⁰E, 해발고도

116m)에서 측정되었다.

안면도 자료의 경우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위치한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 (36.32⁰N, 126.19⁰E, 해발고도 45.7m)에서

측정하였다.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는 에어로졸, 온실가스, 대기복사, 

자외선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WMO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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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eorological Organization)/GAW (Global Atmosphere Watch) 

지역급 관측소이다. 지리적으로 서해안에 위치하므로 상대적으로 국지적

배출의 영향이 적고, 중국 발 대기 오염물질의 장거리 수송의 영향 또한

받으므로 동아시아의 배경대기 연구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Ham et al., 2019). 

각 측정소의 위치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 Overview of the study region. Blue dots denote AERONET sites 
and red circle denotes surface in-situ measurement site. Taken from Googl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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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측 자료 및 분석

2.2.1 대기 기주 에어로졸 광학 특성

썬포토미터(Sun Photometer)는 태양광을 직접 관측하거나 산란

광을 관측하여 에어로졸 정보를 산출하는 장비로서 에어로졸

광학두께(Aerosol Optical Depth), 옹스트롬지수(Ångström Exponent), 

위상함수(Phase Function), 에어로졸 크기분포(Aerosol Size 

Distribution), 단산란 알베도(Single Scattering Albedo) 등의 정보를

산출한다. AERONET Cimel Sun/sky radiometer 는 8개의

파장영역(340, 380, 440, 500, 675, 870, 1020, 1640 nm)에서 태양

직접 복사와 산란된 태양 복사를 관측한다. 태양 직접 복사를 관측하여

전 파장 영역에서의 관측으로부터 투과율을 구하고 비어-램버트

법칙(Beer-Lambert Law)을 기반으로 레일리 산란과 미량 기체에

의한 흡수효과 제거하여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계산한다. 또, 4개의 파장

대(440, 675, 870, 1020 nm)에서 다양한 산란 각에 대하여 산란된 태양

복사를 관측하여 에어로졸 산란위상함수를 측정한다. 또한 역산

알고리즘(Inversion)을 이용하여 대기 기주 내 에어로졸의 복사

굴절률(Refractive Index), 단산란 알베도, 에어로졸 크기분포, 에어로졸

직접 복사강제력(Aerosol Direct Radiative Forcing) 등을 계산한다.

에어로졸의 복사강제력은 에어로졸 광학두께, 단산란 알베도, 

비대칭 인수(Asymmetry Parameter)를 변수로 하여 대기복사

전달모델을 통해 계산된다. AERONET에서 제공하는 에어로졸의

복사강제력은 에어로졸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의 태양 조도의

차이로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3곳의 AERONET

측정소(베이징, 서울대학교, 안면도)에서 측정한 에어로졸 광학두께 및

단산란 알베도, 비대칭 인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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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에어로졸 광산란 계수 및 광흡수 계수

본 연구에서는 지표면 부근 에어로졸의 광흡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기상과학원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측정된 네펠로미터

(Nephelomter) 및 에썰로미터(Aethalometer) 자료를 분석하였다. 

네펠로미터는 에어로졸에 의한 광산란 정도를 측정하는 관측 기기로

서로 수직으로 위치되어 있는 광원과 광학 측정 장치를 통해 기체입자나

에어로졸에 의해 산란되는 빛을 기하학적으로 적분하여 광산란 계수를

측정한다. 

네펠로미터의 광원에서 나온 빛은 인렛(inlet)을 통해 들어온

샘플공기에 의해 다 각도로 산란되어 측정부로 들어간다. 이렇게

샘플공기에 의해 산란된 빛은 스플리터(splitter)에 의해 3개의

파장(400-500, 500-600, 600-800 nm)으로 나뉘어진다. 각 파장

별로 측정된 광자수를 보정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면 실제 샘플공기에

의해 산란되어 온 광자수를 구할 수 있다. 이 광자수를 이용해 광

산란계수를 구하는 과정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σsca = K · Cm – W – σair   (1)

위 식 (1)에서 K는 보정 계수, Cm는 보정 된 광자 수, W는 기기

내부 벽면에 의한 광원의 산란, σair는 측정 시 온도와 압력 상태에서의

순수 공기에 의한 광산란 계수를 의미한다. 즉, 보정된 광자 수와

보정계수를 곱한 값에서 순수 공기에 의한 산란과 기기 내부의 산란을

제거해 주면 에어로졸만의 광산란 계수를 구할 수 있다(Anderson and 

Ogren, 1998).

본 연구에서는 TSI 3563 3-wavelength(450, 550, 700 nm) 

Integrating Nephelometer를 사용하여 5분 간격으로 관측된 에어로졸

광산란 계수를 1시간 평균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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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썰로미터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블랙카본 질량농도를 필터 기반

원리를 바탕으로 측정하는 관측 기기이다. 인렛을 통해 흡입된 공기는

필터에 포집 되고 다이오드에서 빛을 방사하면 필터 아래쪽에서

에어로졸이 존재하는 부분과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빛의 감쇄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 감쇄도 차이를 비어-램버트 법칙에 적용하여 블랙카본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Arnott et al., 2005). 대기 중의 에어로졸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에어로졸 광흡수 계수(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는 블랙카본의 질량농도와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정식을 통해 블랙카본 질량농도를 에어로졸

흡수계수로 변환할 수 있다 (Weingartner et al., 2003; Arnott et al., 

2005; Schmid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7파장 AE-31 에썰로미터를 사용하여 분당 2.9L 

유량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포집하여 5분 간격으로 관측된 블랙카본

질량농도를 측정하였다. 에어로졸 광흡수 계수는 Schmid et al.

(2006)에서 제시한 다음 식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σ��� =
����

� · �(���)
   (2)

위 식 (2)에서 σATN은 빛의 감쇄 계수이며 C는 포집된 에어로졸에

의한 다산란 효과를 보정하는 상수이며 R(ATN)은 필터에 포집된

에어로졸의 양을 보정하는 상수이다.

5분 간격으로 관측된 블랙카본 질량농도와 이로부터 보정된

에어로졸 이로부터 보정된 에어로졸 흡수계수를 1시간 평균하여

분석하였다. 

2.2.3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

동아시아 에어로졸의 시공간적 변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550 nm 

파장에서의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1°x 1°해상도로 제공하는 위성 관측

자료인 MODIS/Aqua collection 6(C6) 에어로졸 자료를 사용하였다

(Platnick et al., 2017). MODIS C6 에어로졸 관측요소는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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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MODIS land and ocean algorithm에 의해 계산된다. MODIS

센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emer et al. (2005) 및 Levy et al. 

(2013)에 서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에어로졸 광학

특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MODIS land and ocean algorithm에 의해

산출된 에어로졸 광학두께 데이터를 2015-2020년 2월부터 5월에

대해 분석하였다.

2.2.4 ERA5 재분석 자료

동아시아 지역의 종관 기상 패턴 분석을 위하여 유럽중기

예보센터(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에서 제공하는 ERA5 재분석자료를 이용하였다. ERA5는

31km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수직적으로는 37개의 기압고도에 대한

기상요소 데이터를 포함하며 1950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제공한다(Hersbach et al., 2020). 본 연구에는 2015-2020년 2월부터

5월까지의 동아시아 지역 종관 기상 패턴 분석을 위해 850hPa

지위고도와 수평 바람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5 HYSPLIT 모델

본 연구에서는 대기 상 에어로졸의 이동과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NOAA/ARL(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Air research lab.)에서 개발된 HYSPLIT(HYbrid 

Single Particle Lagrangian Integrated Trajectory)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공기 궤의 이동 패턴을 조사하기 위한 궤적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모델로 본 연구에서는 2015-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매시간 단위 안면도에 도달한 72시간 역 궤적을 계산하여 에어로졸의

배출원을 추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입력 기상 자료는 NCEP(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에서 제공하는 전 지구 기상

자료인 GDAS1(1°×1°)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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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struments and data.

Instrument Measured and derived parameters Wavelength

(nm)

Nephelometer Aerosol Scattering Coefficient 450, 550,

700

Aethalometer 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 370, 470,

520, 590,

660, 880,

950

AERONET

Sun

Photometer

Aerosol Optical Depth (AOD)

Absorption Aerosol Optical Depth (AAOD)

Single Scattering Albedo (SSA)

Asymmetric factor (g)

440, 500,

675, 870,

1020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

Aerosol Optical Depth (AOD)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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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황사 입자(흙먼지)에 의한 광흡수 효과 제거

블랙카본과 브라운카본을 포함한 탄소성 에어로졸 외에도 대기 상

흙먼지(mineral dust) 역시 빛을 흡수하여 지구 복사강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Laskin et al., 2015). 황사 입자(흙먼지)는 400 nm

이하의 자외선 파장범위에서 빛을 더 강하게 흡수하는 특성을

가진다(Bergstrom et al., 2007). 동아시아의 경우 봄철 황사의 영향이

큰 지역으로 황사의 유입 여부나 빈도에 따라 에어로졸의 광흡수 특성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Kim et al.,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위적인 배출량 감소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분석

과정에서 황사 입자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상청에서 발표한 황사 관측 일의 데이터를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기상청 황사 관측 일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또한,

Russell et al. (2010)과 Shin et al. (2019)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440-875nm 옹스트롬 지수가 1보다 작거나 1020nm에서의 편광

소멸도가 0.16보다 큰 관측 자료는 황사 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2. Observed dates of the Asian dust at the ground weather station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Year February March April May Total days

2015 22,23 1,2,21,22,30,31 - - 8

2016 - 6 23,24 6,7 5

2017 - - 19 5,6,7,8 5

2018 - - 6,15 - 2

2019 - - 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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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2 - 4 - 2

제 3 장 연구 결과

3.1 관측 개황

Figure 3은 MODIS로 측정한 550nm 에어로졸 광학두께와 ERA5

재분석자료의 850hPa 지위고도 및 바람장을 월별로 2015-2019년의

평균, 2020년, 2020년과 2015-2019년 평균과의 차이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대기 중 에어로졸들은 그 종류와 크기 등 성질에 따라 수일 정

도의 대기 중 체류시간을 가지며 지역적 기상 패턴이 에어로졸 수송과

축적에 영향을 미쳐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시공간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주변의 바람 장과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연관

지어 나타내었다. 

2020년 2월부터 이전 5개년에 비해 낮은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지역적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나타났으나 중국 동남부지역에서는 550nm 파장에서의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0.2-0.4까지 감소하며 뚜렷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월 말부터 시행된 우한시 봉쇄 조치로 인한 배출량

감소의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 3월의 경우 더욱 광범위한 지역에서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중국의 풍하측에 위치한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감소가 나타나

전국적으로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0.1-0.2 가량 감소하였다. 4월의 경우

앞선 2, 3월에 비해 뚜렷한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반도 북부와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0.3이상의

에어로졸 광학두께 증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5월에는 이전 5년과

비교하여 뚜렷한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2020년 3월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와 경제활동 회복 이후

4월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역시 평년수준으로 높아짐을 보고한 선행

연구와도 일치한다(Fan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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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이전 5년의 850hPa 바람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20년 2월에는 편서풍이 약화되어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서 이전

5년에 비해 낮은 풍속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에 대기 중

에어로졸 축적에 유리한 대기 정체 패턴이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가 발생하기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 패턴의 호조건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남부를 중심으로 낮은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나타나 인위적인 배출량

감소가 대기 중 에어로졸 농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Koo et al., 2020). 반면 2020년 3월의 경우, 풍속이 이전 5년과

비슷한 수준을 관측되었으며, 대기 정체 현상 역시 거의 관측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감소가

배출량 감소에 의한 것인지 기상학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4월에는 북풍이 과년도에 비해 강화되는 특성을 보였으며

5월에는 이전 5년과 비교하여 별 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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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기 기주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AERONET 썬포토미터 관측으로부터 얻은 연직 기주 적분된

에어로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ure 4은 관측기간 동안 AERONET 썬포토미터로 측정한

500nm 에어로졸 광학두께를 앞선 MODIS 관측에서 가장 큰 월변화를

보였던 2월과 3월에 대해서 각각 그린 것이다. 2월의 경우 베이징에서

앞선 MODIS 관측 결과와 마찬가지로 2020년에 이전 5개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높은 에어로졸 광학두께 값(0.558±0.53)을 보였으며

서울과 안면도는 앞선 해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3월의 경우

3곳의 관측소 모두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큰 고농도 사례들이

감소하면서 월 평균과 표준편차가 모두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앞선 MODIS 관측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Figure 4. Time-series of AERONET AOD at 500 nm for February (red) and 

March (blue) from 2015 to 2020. Mean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each month are mentioned in each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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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동일한 자료를 월별 상자 그림(box plot)

형식으로 2020년과 이전 5년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Figure 5).

2015-2019년 평균 대비 2020년의 월평균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변화율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5와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20년의 경우 이전 5년과 비교하여 대체로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해당 기간 대기 기주 상 에어로졸의

부하량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베이징의 경우 2월에 중국의 전면적인 봉쇄 조치의

시행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이전 5년과 비교하여 3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기간 중 해당 지역의 풍속 약화와 높은 습도 등의 오염물질

생성과 축적에 유리한 기상조건과 생성되었고 이에 더해 인근

허베이성과 허난성, 산시성 지역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일어나 대기 중 에어로졸의 부하량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에어로졸

광학두께 역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Le et al., 2020; Zhao et al., 2020;

Wang et al., 2021).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변화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3월에 가장 큰 감소가 나타나 평균적으로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평년에

비해 550nm 파장에서 0.2가량 감소하였다. 즉, 지역에 따라 31-

46%의 감소가 일어났다. 이는 3월에 대기 기주 상 에어로졸의

부하량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4월 역시 이전 5년에 비해

9-20% 낮은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나타나 여전히 에어로졸의 부하량이

적게 유지되었음을 보였다. 5월에 이르러서는 한국 지역의 두 측정소는

2020년이 2015-2019년과 비교하여 뚜렷한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베이징의 경우에도 월 평균의 감소가

나타났으나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큰 고농도 사례들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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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onthly variations of column AOD at 500 nm at three AERONET 
sites. Black denotes mean of 2015 to 2019 and red denotes 2020. Filled box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95% confidence level. The bottom 
and top of the box show the 25th and 75th percentiles. Median is shown in 
the box. The bottom and top of the whisker show the 5th and 95th 
percentiles. Dots denot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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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nt changes in monthly mean AOD at 500 nm between 2020 and 
mean of 2015 to 2019.

February March April May

Beijing +31.8%* -31.1%* -18.7%* -9.9%*

SNU +9.1%* -46.2%* -9.3%* +2.8%

Anmyon -5.4% -45.5%* -20.6%* -2.2%

*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95% confidence level

AERONET 썬포토미터 관측을 통해 얻은 에어로졸 광학두께와

단산란 알베도를 이용하여 구한 광흡수 에어로졸 광학두께(Absorption 

aerosol optical depth, AAOD)의 변화를 분석하여 상자 그림과 표로

나타내었다(Figure 6, Table 4). Figure 6와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0년의 경우 이전 5년과 비교하여 대체로 광흡수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서 분석한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광흡수 에어로졸 광학두께 역시 동기간

감소하였다. 이는 해당 기간에 전체 에어로졸의 부하량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흡수 에어로졸 역시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베이징의 경우 2월중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증가한 반면

광흡수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Wang et al.

(2021)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광흡수 에어로졸인 블랙카본의 대기 기주

농도가 약 30% 가까이 감소한 반면, 광산란 특성을 가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늄과 같은 2차 에어로졸의 생성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550nm 파장에서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0.2 증가한 반면 단산란

알베도는 0.02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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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onthly variations of column AAOD at 440 nm at three 
AERONET sites. Black denotes mean of 2015 to 2019 and red denotes 
2020. Filled box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95% confidence 
level. The bottom and top of the box show the 25th and 75th percentiles.
Median is shown in the box. The bottom and top of the whisker show the 
5th and 95th percentiles. Dots denot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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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cent changes in monthly mean AAOD at 440nm between 2020 
and mean of 2015 to 2019

*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95% confidence level

2020년의 광흡수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전 지역에서 3월에 가장

뚜렷하고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 관측 지점에 따라 22-34%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는 대도시 지역에서 블랙카본의 주요한 배출원인

차량 운행 및 산업 활동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 감소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February March April May

Beijing -24.3%* -22.1%* -9.1% +16.1%

SNU -7.6% -32.3%* -12.4% -5.6%

Anmyon -13.7% -34.4%* -8.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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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표면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Figure 7은 안면도에 위치한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네펠로미터와

에썰로미터로부터 특정된 에어로졸 광산란 계수(550nm)와 광흡수 계수

(520nm)를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2020년 관측된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중 에어로졸 광산란 계수

(550nm)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78.27 ± 56.02 Mm-1로 이전 5년 값

87.78 ± 62.80 Mm-1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2월과 5월의 경우,

2020년과 이전 5년의 에어로졸 광산란 계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에 비해 3월과 4월에는 2020의 에어로졸 광산란 계수가 약 20% 

감소하며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대부분의 에어로졸들이 광산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광산란계수의 감소는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이 기간 중 지상 PM 농도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Ju et al. (2020)에서는 2020년 3월 전국 평균 PM2.5와 PM10의

농도가 각각 전년 대비 45.45%, 35.56%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에어로졸 광흡수 계수의 경우 광산란 계수와는 다른 변화를 보였다.

2020년 관측된 에어로졸 광흡수 계수(550nm)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8.58 ± 5.40 Mm-1로 이전 5년 값 8.11 ± 4.84 Mm-1보다 높게

나타났다(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월별로 비교했을 때도 2020년이

이전 5년의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에어로졸 광흡수 계수 값을 보였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블랙카본의 농도 감소와 이로 인한 에어로졸의

광흡수 감소를 보고한 Xu et al. (2020)이나 Kaskaoutis et al. (2021) 

등 선행연구들과 상반되는 결과이며, 앞서 확인한 대기 기주 상 광흡수

에어로졸 광학두께 감소와도 배치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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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onthly variations of surface aerosol (a) scattering coefficient and 

(b) absorption coefficient at Anmyon. Black denotes mean of 2015 to 2019 

and red denote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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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은 HYSPLIT모델을 이용하여 2015-2020년 2월부터

5월에 대해 시간 단위 안면도에 도달하는 공기 궤의 3일 역 궤적을

계산하고 에어로졸 광흡수 계수에 대해 PSCF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격자의 색은 그 격자를 지난 공기 궤가 관측 지점에

도달하여 일정 치 이상의 높은 광흡수 계수를 나타낼 확률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에어로졸 광흡수 계수 관측 값(8.2 ± 1.4 

Mm-1)을 기준으로 평균+1표준편차 값인 11 Mm-1을 기준 값으로

설정하였다. 높은 PSCF 결과를 가진 격자 지역은 수용지점에 영향을

주었을 확률이 높은 잠재 오염원 지역이거나 가능한 경로이다.

분석결과 2015-2019년 높은 PSCF 값(>0.5)을 가지는 잠재적인

배출원은 산동반도를 비롯한 중국 동부지역과 안면도 인근의 국내

지역에 위치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면도의 에어로졸 광흡수 계수는 중국

동부지역으로부터 수송된 장거리 수송 에어로졸의 영향과 함께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에어로졸의 영향을 모두 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더해 Lee et al. (2019)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수송된 장거리 수송 에어로졸 역시 안면도에 도달하기 전 국내 지역을

거쳐 안면도로 도달하므로 국외에서 기원한 장거리수송 에어로졸에서도

국내 배출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20년의 경우 과거 5년에 비해 잠재 오염원이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도 높은 PSCF 값이 나

타났으며 특히 국내 지역들이 이전 5년에 비해 높은 PSCF 값을 보였다.

이로부터 2020년의 에어로졸 광흡수 계수가 국내 배출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선행 연구들에서는 한국의 경우

중국과 달리 전면적인 봉쇄(full lockdown)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시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질의 개선이 극적이지 않았다고 보고하기도 하

였다(Koo et al., 2020). 이로 인해 2020년의 에어로졸 광흡수 계수 역

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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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otential source locations for high 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s 
(> 11 Mm-1) for 2015-2019 and 2020. The colors represent the contribution 
level of regions. Red color could be associated with the high possibility for 
the grid cell to be an emission source, while the blue color indicated low 
possibility.



27

3.4 에어로졸의 직접복사강제력 및 복사강제효율

관측 기간 동안 AERONET 썬포토미터로 연직 관측된 에어로졸

광학 특성을 이용하여 AERONET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에어로졸의

직접복사강제력과 복사강제효율을 분석하였다. 

에어로졸의 복사강제력은 에어로졸 광학두께, 단산란 알베도, 

비대칭 인수를 변수로 하여 대기복사 전달모델을 통해 계산된다. 

AERONET에서 제공하는 에어로졸의 복사강제력은 에어로졸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의 태양 플럭스(flux)의 차로 정의되며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FTOA = F↑0
TOA - F↑

TOA

∆FBOA = F↓
BOA - F↓0

BOA

F는 에어로졸이 존재할 때의 태양 플럭스, F0는 에어로졸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태양 플럭스이며 TOA(Top Of Atmosphere)는

대기 상단, BOA(Bottom Of Atmosphere)는 대기 하단(지표면)을

의미한다. 화살표는 플럭스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는 하향 플럭스, 

↑는 상향 플럭스이다. ΔF의 값이 양인 경우는 대기 온난화(가열 효과), 

음인 경우에는 대기 냉각화(냉각 효과)를 의미한다. 에어로졸

복사강제효율은 에어로졸 복사강제력을 에어로졸 광학두께로 나누어

표준화시킨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된다(Garcia et al., 

2008).

∆FE TOA = ∆FTOA / AOD

∆FE BOA = ∆FBOA / AOD

Figure 9는 각 측정소에서 산정된 에어로졸의 직접복사강제력 및

복사강제효율(대기 상단, 대기, 지표)을 나타낸 것이다.

관측 기간 중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감소, 즉 대기 기주상

에어로졸의 감소로 인해 지상과 대기 상단에서의 복사강제력의 감소가

나타났다. 가장 큰 폭의 에어로졸 광학두께 감소가 나타났던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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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에서의 에어로졸 직접복사강제력 역시 가장 크게 감소하여

지역별로 17-28%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대기 중 에어로졸이

감소함에 따라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의 양은 그만큼 증가하여

지표면에서의 냉각 효과 또한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에어로졸 복사강제효율의 경우 2020년 3,4월 중 지표면에

대한 복사 효율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대기층에서의 에어로졸

복사효율이 이전 5년에 비해 24-36% 증가하였다. 이는 대기 기주

상에서 광산란 에어로졸에 대한 광흡수 에어로졸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광흡수 에어로졸의 고농도

현상으로 인해 대기층에서의 태양 복사 흡수 효과가 크게 나타남과

동시에 이로 유발된 지표 냉각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19 봉쇄 조치로 인한 배출량 감소로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는 에어로졸 복사강제력의 감소로

이어져 지표 냉각을 약화 시켰으나, 광산란 에어로졸 대비 광흡수

에어로졸 비율 증가가 이루어져 대기층에서의 태양 복사 흡수가

증가하여 지표 냉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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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onthly variations of aerosol direct radiative forcing and forcing 

efficiency at (a) Beijing, (b) SNU, (c) Anmyon. Empty bars show RF and RFe 

at surface, and dashed bars show RF and RFe at TOA. Filled bars show 

atmospheric forcing and forcing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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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및 제언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 중 동아시아에서 관측된 에어로졸

광흡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에어로졸 산란계수, 에어로졸 흡수계수,

에어로졸 광학두께, 그리고 흡수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변동성을

살펴보았다.

AEORONET 썬포토미터로 측정한 대기 기주의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2020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월에 지역별로 가장 큰

에어로졸 광학두께 감소가 나타나 평균적으로 비해 31-46%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에 더해 광흡수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경우 전 지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3월에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가 일어났으며 이는

해당기간에 광흡수 에어로졸 역시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베이징의

경우 2월중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증가하고

흡수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는데 Wang et al.

(2020)에 따르면 이는 이 기간 중 빛을 산란시키는 2차 생성

에어로졸의 증가와 광흡수 에어로졸인 블랙카본의 농도 감소가 동시에

일어난 결과이다.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측정한 지표면 에어로졸의 광학 특성

중 광산란 계수와 광흡수 계수는 대기 기주 에어로졸과는 일부 다른

변화를 보였다. 대기 기주에서 3월과 4월에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감소가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지표면 에어로졸의 광산란 계수 역시

3월과 4월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나 약 20% 감소하였다. 반면 대기

기주에서 광흡수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감소한 것과 달리 지상에서

측정한 광흡수 계수의 경우 2020년에 평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에서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블랙 카본의 농도 감소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도 상반되는 결과이다.

PSCF 분석 결과 안면도의 에어로졸 광흡수는 중국과 국내 배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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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모두 받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국내의 영향이 더욱 컸음을

확인하였다.

관측 기간 동안 AERONET 썬포토미터로 연직 관측된 에어로졸

광학두께, 단산란 알베도, 비대칭 인수를 이용하여 대기복사 전달모델을

통해 계산된 에어로졸의 직접복사강제력을 분석하였다. 관측 기간 중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감소로 인해 지상과 대기 상단에서의 복사강제력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특히 에어로졸 광학두께가 가장 크게 감소했던

3월의 경우 지표면에서의 에어로졸 직접복사강제력 역시 크게 감소하여

지역별로 17-28%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 에어로졸 직접복사

강제효율은 오히려 이전 5년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 대기층에서의

에어로졸 복사효율은 이전 5년에 비해 24-36%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기간 중 산란 에어로졸에 대한 광흡수 에어로졸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는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감소 대비 에어로졸 복사강제력의

감소가 적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

인위적인 대기 오염물질 배출의 극적인 감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기간 중 대기 오염 물질 농도 변화를 연구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에어로졸의 광학적 특성 및 복사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향후 대기 오염

물질 저감 및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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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Aerosol light absorption observed in 

East Asia during the COVID-19 lockdown

Gyuyoung Shim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hropogenic aerosol and precursor emissions decreased due 

to the lockdown measures implemented to stop the spread of COVID-

19 that started in January 2020. In this study, the changes in the light 

absorption characteristics of aerosols observed in East Asia and the 

climate effects were investigated using the ground in-situ 

observation data and column observation data through AERONET.

Although differences in the pattern of changes in aerosol optical 

properties according to regions, in February and March 2020, aerosol 

optical depth (AOD) significantly decreased over East Asia. In 

particular, in March 2020, AOD decreased by 31-46% compared to 

the previous 5-year mean. Absorption aerosol optical depth (AAOD), 

which indicates the degree of aerosol light absorption in the 

atmospheric column, also decreased by 22-34% during the same 

period.

The surface aerosol scattering coefficient observed at Anmyon

decreased by about 20% in March-April compared to the previous 

5-year mean, whereas the 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PSCF analysis confirmed that the aerosol 

absorption coefficient in 2020 was strongly affected by the light

absorbing aerosols from domestic sources.

The aerosol direct radiative forcing at the surface decrea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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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 due to the decrease of AOD, but the direct radiative forcing 

efficiency at the atmosphere increased by 24-36% in March 2020

compared to the previous 5 years. The ratio of light absorbing aerosol 

to scattering aerosol increased, and the decrease in radiative forcing 

was small compare to the decrease of AOD.

Keywords : COVID-19 lockdown, light absorbing aerosols, 

aerosol radiative fo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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