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3

수증기의 연직 분포 측정을 위한 라만 라이다 장치의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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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의 혼합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라만 라이다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였다.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강수량과 분포에 

대하여 상용 마이크로파 라이오메터(MWR)와 GPS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과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GNSS 방법으로 측정한 

총가강수량과 본 라이다 방법에서는 작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라이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수증기의 측정고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MWR 방법과 라이다 방법으로 얻은 고도에 따른 수증기량은 수증기량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름 경계나 경계고

도 근처에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MWR은 그 밀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서 취약한 점을 보였으나 개발된 라만 라이다

의 경우는 그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곳에서도 측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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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man LIDAR system has been designed and constructed for quantitative measurement of water vapor mixing ratio. The 
comparison with commercial microwave radiometer and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GNSS) was performed for the 
precipitable water vapor(PWV) profile and total PWV. The result shows that the total GNSS-PWV and LIDAR-PWV have good 
correlation with each other. But, there is small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thods because of maximum measurement height 
in LIDAR and the GNSS method. There a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aman and MWR when the water vapor 
concentration changes quickly near the boundary layer or at the edge of a cloud. Finally we have decided that MWR cannot 
detect spatial changes but LIDAR can measure spati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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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후 변화의 중요한 원인으로는 에어로졸과 각종 온실가스(GHG) 
즉,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불화염화탄소 (chloro fluoro 

carbons), 그리고 기타의 다른 온실 가스들이 거론되고 있으

나 수증기는 그 주기(life time)가 짧고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

는 이유로 그 중요성이 경시되어 왔다. 기후 변화 관련 GHG
는 그 총량보다 고도별 분포가 기후 변화에 중요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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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알려지면서 고도별 GHG의 측정이 매우 중요시되기 시작

하였다. 같은 이유로 대기 중의 수증기도 총량과 함께 고도

에 따른 밀도 분포에 대한 정보가 지표면의 평균온도 변화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1], 고도별 수증기의 밀도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또한 

수치모델을 이용한 중-장-단기-초단기 일기 예보에서 수증기

의 밀도 분포 측정값은 매우 중요한 입력변수로 자리 잡았으

며
[2], 초단기 기상 예보나 국지성 호우의 예보 측면에서도 수

증기의 시공간적 분포에 대한 정보 미흡은 강수 관련 단기 

기상예보의 실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3]. 즉 강수예보나 기후 

예측에서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증기량의 정밀 대기 

관측은 시공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 변화는 지구 온난화, 엘니뇨 및 라니냐 등과 같은 현

상을 직접 발생시키고, 간접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라 국가 

및 민간 부분의 정책 및 사업 변화도 야기 시키며, 식량문제 

등과 같은 국가 백년대계에 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구름 물리 측면에서도 대기 중의 수증기는 대기 중의 

에어로졸과 함께 결합하여 물방울을 만들고 또한 물의 상변

화를 일으켜서 대기의 냉각 혹은 가열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4]. 이처럼 수증기의 공간분포는 기후, 기상 그리고 구름

물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 수증기의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MWR

(Microwave Radiometer), 라디오존데(Radiosonde) 그리고 위

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이용하는 방법, 태양광을 이용한 Sunphotometer, 혹은 FTIR 
(Fourior Tramsform Infra-Red)을 이용하는 방법, 인공위성 위

성 자료로부터 얻은 IR 영상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MWR은 23.8 GHz와 31.4 GHz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 경로

상의 밝기온도(Brightness temperature)를 측정한 후, 그 밝기

온도 값의 차이에 의하여 그 경로 상에 있는 수증기의 총량

을 산출 관측하는 장비이다. 이 방법은 연직방향으로 모든 

대기권에서의 고도까지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하나, 고도별 

공간분해능이 낮고, 구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오차를 유발

하며
[5], 낮은 고도에서 실제 값과의 오차 즉 RMS값이 점점 

커진다. 지표면(1~2 km)에서의 수증기 밀도오차 RMS값도 2
∼3 g/m3[6] 정도로 비교적 높은 값에 속한다. 

라디오존데는 기구(balloon)에 기상센서를 장착하여 대기 

중으로 띄어 올려 연직대기상태를 측정하는 장비로 운영비

용이 많이 들어 관측횟수에 제한이 있고, 고도가 높을수록 

수평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연직방향 측정이 어렵다. 국내의 

경우 평균 2～4회만 관측하고 있어서 시간 해상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7]. 

GNSS는 GPS로 대표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에 의해 GPS 신호 경로가 굴절되어 신호가 

지연되는 정도를 관측하여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는 것으로
[7, 

8]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높은 고도까지 측정을 할 수 

있고, GPS 가강수량을 수치예보 모델에 자료동화 할 경우 

강수현상에 대한 단기예보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9]. 그렇지만 2∼3 km이하의 낮은 고도에서는 측정값의 오

차가 많은 단점이 있다. 
태양광을 이용하는 Sun-photometer나 FTIR도 공간적인 분

해능이 떨어지고 태양광이 없는 경우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MODIS 인공위성에서 측정되는 수증기량은 구

름의 존재 여부, 파장에 따른 반사면의 특성, 고도에 따른 온

도 특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 5 mm[10, 11]
정도의 오차가 존

재한다.
라이다 방법으로 연직 수증기 밀도 분포를 측정하는 기술

은 앞의 여러 기술보다 측정 거리면에서 최대 10 km이하

(DIAL) 혹은 최대 4∼5 km(Raman LIDAR)의 짧은 단점이 

있으나 수증기량과 직접 관련된 라만 신호 혹은 흡수 신호를 

측정하기 때문에 산출 알고리즘이 간단하여 오차가 적고, 라
이다 신호의 공간 분해능이 좋아서 낮은 고도에서 수증기 밀

도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는 많은 장점이 있다. 라이

다 방법을 이용한 수증기의 측정 기술도 크게 DIAL 방법과 

Raman 방법이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으며 전자의 방법은 

720 nm∼730 nm영역의 파장 가변 레이저를 사용하고, 레이

저 파장 안정화가 ± 200 MHz이상 되어야 하므로 장치의 안

정화가 매우 중요하며
[12], 후자방법은 미국 NASA에서 1980

년대 초반부터 대기에서의 수증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

기 중의 수증기 분포를 지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라만 라이

다를 개발하였는데 고출력 UV 레이저가 필요하다는 단점과 

낮 시간 측정 시 고도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13, 14]. 

즉 라이다의 경우 밤 시간 대류권 전 영역에서 측정이 가

능하고, 낮 시간에도 5 km까지 특별한 광학적 장치 없이도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증기뿐만 아니라 물방울 상태

의 상변화를 알 수 있으며, 공간 및 시간 분해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와 같이 활용할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

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가강수량 측정방법의 이러한 다양한 장단점 때문에 이들 

상호간의 측정 비교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Rocken et al.[15], Ha et al.[16] 등은 MWR과 GNSS 방법으로 

얻은 가가수량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Basili et 
al.[17]

등은 라이오존데와 MWR을 그리고 Han과 Gao 등은 라

만 라이다와 그리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데이터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18, 19].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체 개발한 Water Vapor Raman LIDAR 
(이하: LIDAR)를 기술하였다. 또한 개발된 장비를 이용하여 

고도에 따른 연직 수증기량을 측정하여 MWR (Radiometer
사의 HATPRO)과 공간적 분포 특성을 비교하고 총량은 

GNSS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II. 실험 장치 및 수증기 절대량 계산 방법

2.1. 실험 장치의 구성

대기 중의 수증기 밀도를 정량적으로 고도별로 측정하기 

위하여 라이다 장치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실험 장치는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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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for water and nitrogen Raman scattering 
LIDAR signal measurement. (F1, F2: Raman notch filter, BS1: 
beam splitter for 408 nm and 386 nm, F3: neutral density filter, 
F4: filter for nitrogen Raman signal, F5: Filter for water vapor 
Raman signal)

라만 산란 단면적이 사용된 빛의 파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파장이 짧을수록 유리하나 파장이 너무 짧으면 공기

분자에 의한 산란이 역시 같은 이유로 파장에 반비례하기

() 때문에 적절한 파장을 선택하여야 최대 측정 거리를 

늘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Nd:YAG 레이저의 제 4차 

조화파인 266 nm를 사용하는 것은 근거리에서 유리하고 태

양광에 의한 배경 신호가 적어 낮 시간 측정에도 유리하나, 
공기 중의 오존과 산소에 의한 흡수가 매우 강하여 최대 측

정거리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레이저는 Continuum사의 SureliteIII 모델 중에서 355 nm파장

에서 출력을 극대화 시킨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레이

저는 펄스 반복율이 10 Hz, 출력은 355 nm에서 220 mJ이다. 
조사된 레이저에 의하여 높은 고도에서 산란된 신호를 포집

하는 수신 망원경은 클수록 유리하다. 망원경의 FOV(Field 
of View)는 작을수록 태양광이나 대기의 배경 신호에 의한 

효과가 적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 각을 가능한 작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조사되는 빛도 가능한 발산각을 줄여서 

조사하여야하는데, 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레이저 빔을 확

대시키기 위해 빔 확대기(Beam-expander)를 사용한다. 본 연

구에서는 레이저 빔을 5배로 확대시켜 대기 중에 조사하도

록 하였는데, 이 경우 대기로 조사되는 레이저의 발산각은 

처음(0.6 mrad)보다 1/5로 줄어든 0.12 mrad 정도가 된다. 이
러한 송신 레이저 조건에서 망원경의 FOV는 대기의 온도 

차이에 의한 빛의 굴절 회절 등을 고려하고, 장치의 광학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레이저의 발산각과 같거나 약간 크도록 

구성하여야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밤 시간 측정임을 고려하

여 망원경의 0.5 mrad 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대기에서 후방으로 산란되어 되돌아 온 빛은 45도로 기울

어진 평면거울에서 반사되어 지면과 수직방향으로 놓인 지

름 320 mm, 초점거리가 1,500 mm인 포물 거울(Parabolic Mirror)
을 사용하여 산란된 신호를 수집하게 되도록 구성하였다. 망
원경의 초점에는 망원경의 FOV를 결정하는 작은 구멍을 두

어 망원경의 FOV가 언급한 0.5 mrad 값을 지니도록 하였다.
대기 중에서 후방 산란된 다양한 종류의 탄성 산란 신호와 

라만 산란 신호 중에서 질소에 의한 라만 신호(386 nm)와 수

증기에 의한 라만 신호(408 nm)만[20]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도

록 수신광학계를 구성하였다. 먼저 레이저 파장에 해당하는 

탄성 산란 신호(355 nm)를 제거하는 두 개의 Raman 필터

(LL01-355-25)와 386 nm 와 408 nm만 투과시키는 간섭 필터

를 이용하여 수증기나 질소에 의한 라만 신호에 탄성 산란 

신호(355 nm)가 입력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레이저가 발

진하는 순간에는 전체 전원의 접지가 변하게 되어 수신 장치

의 ADC나, 센서의 전원 등에 미세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광

자계수기를 이용하여 이러한 효과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센
서는 측정고도를 극대화 하기위해서 400 nm 근처에서(수증

기의 라만 파장은 408 nm) 효율 40 % 정도로 매우 좋도록 설

계된 Hamamatsu에서 최근 개발한 Bi-Alkali계통의 R9880U-210
의 PMT(Photo-multiplier Tube)를 사용하였다. 

2.2. 수증기의 밀도 측정 이론

수증기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얻어야 하는 두 라이다 

신호는 질소에 의한 라만 신호와 수증기에 의한 두 라만 신

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두 라만 신호는 다음 

식과 같은 꼴로 나타나며, 


 


  







 ′  ′ ′ ′ ′(1)


 


  







 ′  ′ ′′ ′    (2)

여기서 아래첨자 는 파장을 나타내며, 그 첨자의 아래 첨자

()를 고려하여    각각 수증기와 질소를 라만 

파장을 그리고 는 라이다 신호를 의미하며 
는 수증기

의 라만 라이다 신호, 는 질소의 라만 라이다 신호를 의미

한다. 은 분자의 수를 말하고 그 첨자에 의하여 각 분자의 

수가 정의된다. 값은 장치의 투과도/반사도, 센서의 감도 

등을 의미하며 각 신호에서 상수 값의 아래 첨자는 각각의 

라만 신호로 표시하였다. 는 산란단면적이고, 는 소광계

수(extinction coefficient)를, 는 중첩함수를, 소광계수의 

위 첨자 aer, mol은 각각 에어로졸과 공기분자에 의한 소광

계수를 의미하며, 그 아래 첨자는 해당분자를 나타내고, 그
리고 은 고도에 해당한다. 

두 식 (1),(2) 식을 서로 나누고 수증기와 공기분자의 분자 

질량을 곱하면 건조한 공기분자의 양에 대한 수증기의 질량

을 구할 수 있는데, 즉 LIDAR에서 건조한 공기에 대한 수증

기의 비(혼합비(mixing ratio):)를 구하는 방법은 수증기에 

의한 라만 산란 신호와 질소에 의한 라만 산란신호를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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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itrogen Raman LIDAR signals, Water vapor LIDAR signals

(b) Ratio of water vapor and nitrogen Raman signal

FIG. 2. Traditional water vapor and nitrogen Raman LIDAR 
signals from cloud and their ratio measured at night time.

주는 것만으로도 근사가 가능한데, 수증기의 라만 신호

( )와 질소의 라만 신호()로 혼합비는 다음 식과 같

이 표현된다
[21, 22].

 ≡



 


exp





 ′   ′  ′ 


exp






 ′  ′  ′ 

(3)

여기서 는 수증기 혼합비의 시스템 보정 상수이고, 는 

각각 에어로졸과 공기분자(질소와 산소)에 의하여 산란되는 

빛의 파장에서의 소광계수를 의미한다. 시스템 보정 상수는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4)

는 질소와 수증기의 라만 산란단면적 (
 

)

과, 시스템 보정상수(
 

), 분자량( ), 건조 

공기에서의 질소의 표준비(  ) 등으로부터 쉽게 얻

어 진다
[23]. 

식 (4)에는 중첩함수(을 제외하고는 거리에 의존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존데나 혹은 다른 장비로 얻은 값을 한번

만 서로 비교하면 구할 수 있는 양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기

하학적 인자를 같다고 가정하고(   )중첩함수 비를 

무시하고 있으나, 근거리 측정의 경우에는 매 측정 시 다른 

값을 나타내므로 많은 오차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값이 같도록 수증기의 라만 신호를 

측정하는 광학계와 질소의 라만 신호를 측정하는 광학계의 

위치와 거리가 Fig. 1의 빔분리기(BS1)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즉 빔분리기에서 각각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투과 시키는 필터 F4와 F5의 거리가 같고, 투과된 빛을 

집광시키는 렌즈의 초점거리와 크기 및 센서의 종류와 위치

가 같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질소의 라만 신호의 크기가 수

증기의 라만 신호크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질소의 라만 신

호를 측정하는 센서에 광자가 너무 많이 입사되어 광자끼리 

중첩되어 광자 수가 적게 세어지는 비선형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빛의 양을 조절하는 필터 F3을 질소 라만 채널에 추

가하였다. 

III. 실험 결과 및 토의

개발한 라만 라이다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라이다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2(a)는 2010년 9월 27일 22:00시에 측정한 

데이터로 구름이 존재하는 경우에 얻어지는 전형적인 라이

다 신호를 보여준다. 
레이저의 펄스 수는 6000회, 측정 시간은 10분(10 Hz 레이

저에서 시간분해능: 10분), 고도별 분해능은 30 m인 경우에 

해당하는 질소의 라만 신호와 수증기의 라만 신호를 보여준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질소의 라만 신호는 수증기의 라

만 신호에서 관측되는 라이다 신호와 달리 구름에서도 신호

의 증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라이다 신호에서 

수증기와 질소의 라만 채널에서는 355 nm의 탄성라만 신호

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b)는 그림 

2(a)를 식 (3)으로부터 얻은 건조 공기에 대한 수증기의 양

(mixing ratio)을 나타낸 것이다. 
지상으로부터 1,500 m까지 고도가 높아질수록 수증기량이 

감소하다가 고도 1,500 m에서 3000 m구간에서는 여러 겹의 

구름층으로 인해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LIDAR로 측정한 수증기량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MWR과 GNSS와의 수증기량을 비교하였다. Fig. 3(a),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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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case of small concentration change near the boundary layer

(b) In case of serious concentration change near the boundary layer

FIG. 3. Precipitable water vapor measure by using LIDAR and 
MWR at two different atmospheric conditions.

(a) Precipitable water vapor measured using MWR and LIDAR 
on a different weather conditions

  

(b) Correlation between two methods

FIG. 4. Comparision of Precipitable water vapor values measured 
by using two different method, MWR and Raman LIDAR. 

각각 2010년 9월 29일 21시 50분～22시 40분, 2010년 10월 

7일 22시 50분∼23시 40분 대전 천문연구원에 있는 MWR
(Radiometer사의 HATPRO)과 대전에 위치한 한밭대학교에

서 측정한 LIDAR의 연직 수증기량을 비교를 한 것이다. 
Fig. 3(a)는 비교적 수증기의 밀도변화가 완만한 날을 택하

여 라이다 방법과 MWR 방법으로 측정한 PWV의 양을 고도

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표면에서 

1,000 m 구간은 MWR에 비해 LIDAR이 데이터가 높은 수증

기량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이후 구간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500 m 이하에서는 모든 비교 실험

에서 라이다의 값이 MWR값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Fig. 3(b)는 수증기의 밀도 변화가 비교적 심한 

날을 택하여 두 장치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MWR의 수증

기량은 고도에 따라 비교적 완만한 모양으로 감소하는데 비

해 LIDAR의 수증기량은 경계고도 부근(약 2,000 m)에서 급

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그림 3(a)와 마

찬가지로 낮은 고도에서는 라이다의 밀도가 MWR의 밀도보

다 높게 나타났다. Fig. 3(b)와 같이 수증기의 경계층이 뚜렷

하거나 구름층이 있는 경우에는 MWR의 데이터 처리 알고

리즘의 영향으로 인해
[16] 분해능이 떨어지지만 LIDAR의 경

우 고도별 수증기에 의해 산란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광자계

수기를 이용해 모든 고도에서 하나씩 세기 때문에 고도별 분

해능이 높아 구름층에서도 정확한 수증기량 측정이 가능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4(a), (b)는 LIDAR와 GNSS에서 측정한 연직 수증기량

을 2010년 9월 17일～2010년 12월 9일 까지 맑은 날의 데이

터만 비교한 것이다. 라이다 방법으로 측정한 값은 아직 검

정을 하지 않은 값을 직접 나타낸 것이다. 라이다의 경우 10
km이상까지 전체 수증기량을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4 km
까지의 데이터만을 합하여 그 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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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and heigh dependent PWV

(b) Change of boundary layer 

FIG. 5. Continuously measured PWV value and boundary layer 
measured on a cloudy day. 

Fig. 4(a)를 보면 LIDAR의 연직수증기량과 GNSS의 연직

수증기량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b)
는 두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비교한 것으로 가로축

은 LIDAR의 수증기량이며 세로축은 GNSS에서 측정한 수

증기량을 나타내고 있다. GNSS에서 측정한 수증기량이 증

가함에 따라 LIDAR가 측정한 수증기량 또한 증가하는 선형

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두 신호의 상관계수는 0.6인 것으

로 나타났다. 수증기의 밀도가 낮은 경우 두 신호 사이의 상

관관계가 작은 것은 라이다 신호에서 얻은 PWV총량은 4 
km이상의 PWV를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LIDAR를 통한 연직 수증기량 분포 곡선과 MWR의 비교 

그리고 라이다 신호와 GNSS를 통한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 영역에서 수증기량의 변화가 고도에 따라 어떻

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Fig. 5(a)는 2010년 10월 25일 19시 

40분부터 26일 05시 40분까지 LIDAR로 측정한 연직수증기

량이고, Fig. 5(b)는 동일한 시간에 Mie 라이다를 이용하여 

측정한 시간에 따른 대기 경계층(Boundary layer)변화이다. 

경계고도와 수증기의 변화, 경계고도와 미세먼지의 양과 종

류의 변화 그리고, 경계 고도에서의 온도와 기타 기상인자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기상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24].

Fig. 5(b)에서 알 수 있듯이 21:00시 이전에는 경계고도가 

약 800 m정도이나 21:00시 이후엔 경계 고도가 1,200 m∼
1,300 m정도로 고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때의 수증기량도 900
m∼1,300 m구간에서 수증기량이 0.5 g/m3

로 존재하다가 0.8
∼1 g/m3

이하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Fig 
5(a)와 5(b)를 동시에 고려할 때 경계층 이하의 낮은 고도에

서 19:40∼23:50분에 약 1.5 g/m3
정도로 분포하는 수증기의 

양이 01:50분 이후로는 밀도가 약 0.5 g/m3
정도 낮아지고 있

는데 이것은 초기 21:00시와 마찬가지로 대기 질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즉 21:00시에서 22:00시 사이에는 경계층의 변

화와 수증기의 밀도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으나, 26일 01:50
분 이후에 일어난 수증기 밀도의 변화는 경계층의 변화를 동

반하지 않으며 또 다른 이유에서 수증기의 밀도 변화가 생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대기 경계층의 변화가 수증기량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층의 변화와 

수증기량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면 측정지역으로 이동된 대기

의 특성분석과 이동경로 그리고 역추적을 하면 이동하면서 

발생한 변화를 알 수 있다.
Fig. 6(a, b, c)는 구름이 존재하는 경우, 그 주변에서 수증

기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한 

것으로 Fig. 6(a)는 구름 속과 주변에서의 수증기량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Fig. 6(b)는 Mie 산란 신호로부터 얻은 후방

산란계수를 나타낸 것이며, 마지막으로 Fig. 6(c)는 수증기량

을 에어로졸 후방산란계수로 나눈 값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값들은 2010년 11월 24일 22시 20분부터 11월 25일 01시까

지 측정한 것이다. Fig. 6(a)에서 알 수 있듯이 12시 20분 900 m
∼1,300 m 구간에서 수증기량이 2.5∼3 g/m3 정도로 급격히 증

가하고 있다. 이는 Fig. 6(b)의 구름층의 후방산란 계수에서 

알 수 있듯이 층운의 유입으로 인한 수증기량의 증가로 볼 

수 있다. Fig. 6(a)는 혼합비로 절대 수증기량과 관련이 있고, 
Fig. 6(b)는 후방산란계수로 물방울, 얼음, 그리고 기타 미세

먼지의 양과 관련이 있으며, Fig. 6(c)는 절대 수증기량(6(a)
를 후방산란계수 6(b)로 나눈 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Fig. 6(c)에 구름이 아닌 에어로졸의 경우 그 값이 작은 값을 

나타내는 고도는 후방산란계수가 큰 곳에서 상대적으로 수

증기의 혼합비가 작은 건조한 먼지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

며, 반대의 경우는 흡습성이 강한 습윤한 먼지나 수증기 상태

의 물을 다량으로 포함한 구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마
찬가지로 구름 내부에서도 수증기량과 후방산란계수의 비는 

절대 습도와 구름입자의 산란계수의 비를 의미하며 그 값이 

크다는 것은 수증기를 다량 포함하고 있으나 물방울(혹은 얼

음) 상태로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값들은 정성적인 정보이나마 구름 물리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측정시간, 계절, 구름의 발달

과정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하여 달라진다. 본 측정 경우에 해

당하는 Fig. 6(c)는 경계고도 이하에서는 구름내부보다 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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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xing ratio

(b) Backscatter coefficient

(c) The ratio between water vapor and backscattering coefficient

FIG. 6. Continuously measured water vapor mixing ratio, backscatter 
coefficient and their ratio.

조하거나 혹은 습윤한 상태이고 구름 내부에서도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구름의 광학적 깊이가 허용

하는 범위에서 구름 물리에서 매우 중요한 상변화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기 중 수증기량의 정량적 측정과 변화 과

정을 모니터링 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정확

도 검증을 위하여 대전 천문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MWR
의 연직 수증기량 분포 곡선과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가강수량의 경우도 GNSS 방법과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MWR과의 비교 했을 경우 맑은 날의 경우에 LIDAR와 MWR
의 연직 수증기량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구름층이 있는 

경우나 대기 경계층이 뚜렷한 경우에는 MWR의 연직 수증

기량의 분포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MWR의 경우 측정 

원리의 특성상 연직 총 가강수량과 온도보정, 그리고 이를 

통한 역산(inversion) 알고리즘으로 추출된 수증기량 분포 곡

선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MWR
의 경우 구름층이나 대기 경계층을 구별하지 못하여 경계고

도에서나 구름과 같이 수증기량이 급격히 변하는 곳에서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LIDAR는 고도별 수증기에 의해 산란

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광자계수기를 이용해 하나씩 세어 정

량화시키기 때문에 고도별 분해능이 높아 구름층에서도 정

확한 수증기량을 측정할 수 있다. 저고도에서 구름의 상변화

를 연구하거나 고도에 따른 수증기량을 정밀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다 방법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GNSS를 이용한 연직 총 가강수량과 LIDAR를 이용한 연

직 수증기량 중에서 지표면에서 4,000 m까지 합한 값과의 비

교 분석 연구에서는 비교적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었으며, 두 장비와의 비교를 통해 LIDAR 측정값의 정밀

도를 일부분 확인 할 수 있었다. LIDAR로 측정한 Fig. 5와 

Fig. 6을 통해 대기 경계층에서 수증기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고, 맑은 날의 경우 대기 경계층 이하에서 전

체 수증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WR이나 GNSS의 측정방법의 경우 대기 중의 구름층이 연

직수증기량 측정에 오차의 한 요인이었는데
[16] Fig. 6(a,c)를 

통해 LIDAR에서는 구름층에서도 정확한 수증기량을 측정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결과는 구름의 상변화 연구

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에는 중고도까지

(4 km) 보다 정확히 측정이 가능한 LIDAR와 기존장비의 관

측 자료를 결합한다면 더욱 더 정확한 연직 수증기량 및 분

포, 구름의 물리적 특성, 그리고 가강수량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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