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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라만 신호를 이용한 낮 시간 온도측정 라이다

윤문상
1ㆍ김덕현

2†ㆍ박선호
2ㆍ신명재

2ㆍ김용기
1ㆍ정해두

2

1
공주대학교 물리학과

우 314-701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우 305-7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2012년 6월 8일 받음, 2012년 7월 2일 수정본 받음, 2012년 7월 2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질소와 산소의 회전 라만 신호를 측정하여 낮 시간 온도 측정이 가능한 라이다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였다. 태양

광에 의한 배경신호를 줄이기 위하여 파장의 폭이 좁고(0.5 nm) 제거율이 높은(10-6) 회절판과 간섭필터를 이용하였다. 개발된 

장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라이다를 수평방향으로 조사하여 온도 특성을 얻고 기상청에서 주어지는 값과 비교하여 상관관

계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직온도분포로 얻기 위하여 수평으로 얻은 검정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직방향으로 조사

하여 미국 표준 데이터와 비교하였으며, 존데 데이터와 검정을 통한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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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developed a daytime measuring rotational Raman LIDAR system for temperature measurement. To decrease the 
background signal from sunlight, we have designed and installed narrow band (0.5 nm) and high rejection (10-6) rate band pass 
filter system using a grating and an interference filter. We calibrated our system by comparing our horizontal temperature profile 
and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data. We have found that our temperature profile has a good correlation with 
KMA data within our theoretically expected variance. And we have used these calibration values in obtaining a vertical 
temperature distribution. To check our system, we also have compared our vertical temperature data with US standard atmospheric 
temperature profile. We also have compared our temperature profile with sond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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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기의 온도변화는 구름의 생성과 소멸에 영향을 주고, 대
기의 안정도에 영향을 주며, 대기 중 분자들의 화학적 상태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상학에서 습도, 기압, 
풍향-풍속과 더불어 중요한 기상요소에 해당된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조사하여 후방산란 된 빛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존재하고 있는 입자의 형태, 방향, 크기, 온도, 풍향

/풍속 등의 정보를 측정하는 장비로 온도측정에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장치이다. 대기 중 라이다를 이용하여 온도측정

을 하는 방법에는 공기 분자의 밀도를 측정하는 진동 라만

(Vibration Raman)방법, 공기 분자의 회전 라만 산란을 이용

하는 회전라만(Rotational Raman)방법
[1-8], 선폭의 차이를 이

용하는 Rayleigh방법
[9-15] 

등이 있다. 이 중에서 10 k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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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에서는 회전라만방법을 이용하는 라이다를 주로 이용한

다. 회전라만라이다는 에어로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기의 

온도에 따라 공기분자(질소와 산소)의 회전에너지 준위분포

(Rotational Energy Level Distribution)가 볼츠만 분포를 하는 

관계로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
[16-18]

을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대류권 온도 측정 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Cooney[17] 
등에 의하여 최초로 시도하

였고, Kalshoven[19]
등은 온도 측정을 위해 두 레이저 파장을 

사용하고 산소 및 질소의 흡수선을 사용하여 고도 1 km 까
지 대기 온도를 최대 1℃까지 측정하였다. 또한 Endemann 
및 Byer[20]

는 3파장 차등흡수 라이다 기술 및 수증기 흡수 

라인을 사용하여 대기의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측정하여, 
2.3℃의 정확도를 보였다. 

30 km 이상의 고도에서는 에어로졸의 양이 적기 때문에 

Rayleigh라이다를 주로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현재 기

상청에서 현업으로 온도측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

는 대표적으로 라디오존데(Radiosonde)가 있다
[21]. 라디오존

데는 60년 이상의 오랜 기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로 기구(balloon)에 온도, 습도 등의 

기상 관측센서를 장착하여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 풍속 등의 

대기상태를 알 수 있는 장비이다. 대기 중 많은 종류의 기상 

정보를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0.2℃의 작은 오차

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관측 방법의 특성상 1회
만 측정이 가능하고 관측 후 수거가 힘들기 때문에 운영비용

이 비교적 높은 단점이 있다.[21] 반면에 라이다는 운용비용이 

적고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온도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

디오존데와 같이 측정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라이다를 이용한 국내 연구는 지금까지 태양에 의한 배경

신호로 인하여 주로 밤 시간에만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의 

상태 변화는 밤 시간보다 낮 시간에 더 복잡하고 잦은 횟수

로 일어나기 때문에 낮 시간 대기 측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낮 시간 대기측정을 하기위해서 태양에 의한 배경신호를 

줄여야 하고, 온도측정에 적당한 회전 라만 신호를 선택해야

한다
[22]. 회전 라만 신호는 탄성산란(Mie/Rayleigh) 신호와 파

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파장선택에 주의를 필요로 한

다.[23-27] 일반적으로 354.7 nm의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 

353.35 nm와 354.2 nm의 파장을 온도에 비례/반비례하는 파

장으로 선택하여 두 신호의 비로부터 온도를 구한다. 그러나 

탄성산란 신호와 파장 차이가 너무 작아 탄성 산란 신호의 

유입에 민감하므로 회절판과 기타 광학계의 기계적 안정성

에 의존하여 온도변화에 앞의 두 파장에 비하여 비교적 덜 

민감한 353.1 nm와 반비례한 353.9 nm를 회전 라만 신호 파

장으로 선정하여 그 비를 구하여 온도를 측정하였다. 개발된 

장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라이다를 수

평으로 조사를 하여 즉 일정한 고도에서 온도를 측정하여 기

상에서 발표한 온도와 회전 라만 신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았고, 표준 데이터와 비교를 하여 고도에 따라 온도하강속도

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장비를 검정하여 라디오존데(Radiosonde)와 라이다의 데이터

를 비교 분석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II. 실험 장치 및 온도 측정

2.1. 이론적 배경

라이다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대기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본

이론은 대기의 주성분인 질소와 산소가 들뜬(excited state)정
도에 의존하여 그 신호의 크기가 바뀌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

이다. 회전라만 천이가 일어나서 그 빛을 다시 발하는 즉, 회전

라만 산란 신호의 크기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28]

→′ 
→′

   (1)

여기서 는 레이저의 출력이고, 은 측정거리 즉, 라이다의 

경우 측정 거리분해능()에 해당한다. 그리고 은 대기가

스 즉, 질소와 산소의 밀도(분자 수/) 그리고 는 분배함

수를 나타낸다. 회전에너지의 분배함수는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p


  (2)

여기서 는 


∞

  을 만족하도록 정해지며,  

는 양자수가 인 공기분자의 회전에너지를 나타내며  

이고 는 플랑크 상수, 는 빛의 속도, 는 상수

이고 질소의 경우 그 값이 1.98973 cm-1
이고 산소의 경우 

1.4378 cm-1
이다. 그리고 는 온도를 나타낸다.  는 스핀과 

관련된 가중치(weight factor)이고 는 볼츠만상수를 나타낸

다. 차등 회전 산란단면적 

→′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cos    (3)

여기서 →′는 입사빔과 같은 편광으로 회전 라만 산

란되는 빛의 산란단면적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




→′ ∆→′로 나타나며 →′는 선형 

모양의 분자의 플라젝-텔러(Placzeck-Teller)계수, 는 레이

저의 진동수 →′는 라만 파장이동 즉, 진동수 이동을 는 

공기분자의 편광텐서의 비등성 정도를 나타낸다.
온도에 따른 회전 라만 산란신호는 회전양자수() 값이 10

보다 큰 것은 온도에 비례하여 그 신호의 크기가 증가하고 

반대로 10보다 작은 것은 온도에 반비례하게 그 신호의 크기

가 변한다
[29].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연구가들은 식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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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velength dependent rotational Raman signals

(b) Rotational Raman signal difference for two different temper-
ature (271K, 270K)

FIG. 1. Nitrogen and oxygen rotational Raman signal characteristic.

   Rotational Raman Ratio [a.u]

FIG. 2. The relation between two Raman signal ratio and temperature.

값을 많이 이용하여 온도를 구한다. 

 

  (4)

식에서 , 는 각각 Fig. 1(b)의 필터1, 2를 통하여 얻은 

라이다 신호를 의미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온도 응답 함수

를 정의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을 단순히 

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즉, 온도 측정 라

이다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개의 파장을 사용하는데, 온도에 

대하여 양적으로 (Positive) 민감한 파장과 음적으로(Negative) 민
감한 파장을 택하여 그 값을 이용하여 온도를 구한다. 두 파

장은 첫째로, 온도에 민감하게 변하는 파장이어야 하며, 둘
째는 가능한 신호의 크기가 커야하며, 셋째는 가능한 원래의 

탄성산란신호와 파장 차이가 많이 나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파장을 얻기 위하여 이론적으로 구해지는 식 (2)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산란 신호 크기변화의 민감도를 계산

하고 이로부터 최적의 파장을 선택하였다. Fig. 1(a), (b)는 

계산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a)는 질소와 산소에 의

하여 산란되는 라만 신호의 단순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 그
림 (b)는 온도가 270에서 271 K로 변했을 경우 그 회전 라만 

신호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353.1
nm 에서는 +값을 가지나, 354.1 nm 근처에서는 -값을 나타

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탄성라만 신호와 파장차이 등을 고려하여 최적으로 파장

으로 353.1 nm와 353.9 nm를 최적의 파장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파장 선택에 의하여 온도 변화와 신호의 비 변화는 

실제 라이다를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Fig. 2는 온도 변화에 따른 두 신호의 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상온에서 영하 13℃까지 변하는

데 비(Q)는 약 0.6에서 0.4로 약 0.2에 해당하는 비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략적으로는 즉 1℃ 변화하는

데, 신호비의 변화는 0.2/40 즉 0.005 즉 4%의 신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자 계수기를 사용

하여 신호를 받기 때문에 광자의 통계적 오차는 신호의 크기

에 반비례한다. 즉 광자가 10,000개 올 경우 100개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며 이는 1%의 오차가 발생한다. 즉 온도 측정 

분해능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광자를 받아야하는데, 
레이저의 성능과 망원경의 크기 그리고 센서의 효율 등에 관

여 된다. 시간 분해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측정 시간을 늘

림으로써 온도 분해능을 올릴 수 있다.
온도 변화 혹은 온도의 오차와 라이다 신호의 변화가 온

도 변화 혹은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가들처럼
[2] 두 신호의 비

() 측정값으로 하고 그 값과 온도와의 상호관계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온도변화는 

두 신호의 변화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배경신호를 포함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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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Photon

FIG. 3. Statistical temperature measurement errors with signal 
amplitude.

TABLE 1.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LIDAR system

레이저 파장 354.7 nm

에너지 230 mJ

반복율 10 Hz

빔 확장기 배율, 발산각 5배, 100 μrad
망원경 시야각

(Field Of View)
113 μrad

회절판 초점거리 3,556 mm, f/10

크기 102 × 102 mm

Grooves 1649.5 g/mm

Blaze angle 18˚
필터 F1 353.1 nm (밴드폭 0.5 nm)

F2 353.9 nm (밴드폭 0.5 nm)

F3 360 nm (밴드폭 17.3 nm)

센서 PMT Hamamatsu R9880U-210

FIG. 4. Beam divergence changes with beam expander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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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는 라이다의 신호, 는 각각 에서의 

배경신호, 에서의 배경신호를 나타낸다.
식 (5)로부터 라이다 신호의 크기()에 따른 온도 오차

의 특성을 조사해 볼 수 있다. Fig. 3은 신호의 크기(포톤수

의 양)에 따른 온도측정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은 식 (5)
를 이용하여 구한 것으로 광자는 일반적으로 푸아송(Poisson)
분포를 하기 때문에 그 통계적 특성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포톤의 양이 증가할수록 오차범위는 32℃에서 

2℃까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10,000번의 레이저의 펄

스를 누적하여 측정을 하게 되면 평균 50,000개의 포톤이 산

란되어 돌아오는데, 라이다를 이용하여 온도측정을 할 경우 

오차범위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장비 구성

본 연구에서는 낮 시간에 측정을 하기 위해 송신부에서는 

레이저의 발산각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광속확대기(beam 
expander)를 사용하고, 망원경의 시야각(Field Of View)은 이

러한 주어진 레이저의 발산각에 맞추어 최소화 시켰다. 그리

고 수신부에서는 작은 구멍, 회절판, 광섬유, 간섭필터를 사

용하여 배경신호를 줄였다. Table 1은 연구에 사용 된 장비

의 사양이다.
언급한 것처럼 레이저의 발산각은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

에서는 빔 확대기를 2개의 렌즈(Negative Lens와 Positive 
Lens)로 구성하여 음렌즈를 움직여서 레이저의 발산각을 조

절할 수 있게 하였다. 제작된 빔 확대기는 음렌즈를 나사가 

달린 마운트에 결속하고 나사를 돌려서 그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구성되어있는데, Fig. 4는 나사를 14회전 정도 

회전시켰을 경우 레이저의 최종 발산각을 나타낸 것이다. 1 
회전은 약 0.18 mm에 해당하며 100 μrad을 유지하는데 기계

적으로 1.8 mm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

는데, 이는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고 충분히 제어 할 수 있는 

값에 해당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나사를 10.5회 정도 

회전하였을 때 그 발산각이 최소가 되고, 결국 발산각은 100
μrad이하가 된다. 이러한 발산각의 대기의 자연스론 요동

(fluctuation)에 근접한 값으로 더 이상 값을 줄여도 소용이 

없다.
수신부에서는 태양광에 의한 배경신호를 줄이고 탄성산란 

신호를 10-6
이상 줄이기 위하여 회절판과 간섭필터를 사용하

였다. 또한 망원경의 초점면에 400 μm 크기의 작은 구멍을 

설치하여 망원경을 통하여 포집되는 빛 중에서 레이저의 방

향에서 후방산란 된 빛만 입사되도록 하였다. 망원경의 초점 

거리(3,556 mm)를 고려한다면 망원경의 FOV는 112 μrad으
로 레이저의 발산각과 거의 같다. 망원경으로 통하여 포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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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rotational Raman LIDAR 
system. FIG. 6. Background signal from sunlight (2011. 12. 5).

빛은 작은 구멍을 통과한 후 45도 꺾인 미러를 통하여 4인치 

시준렌즈를 통과하여 평행 빔 상태로 된 후 회절판으로 입사

한다. 회절판은 배경신호를 줄이고 온도측정에 필요한 회전 

라만 신호(353.1 nm, 353.9 nm)와 탄성 신호(354.7 nm)만 나

누어서 받기위하여 사용하였다. 회전 라만 신호와 탄성 신호

의 파장 간격은 회절판과 시준렌즈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계

산과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결정하였는데, 두 신호의 간격은 

700 μm이며 이 값 역시 기계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값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회절판은 Richardson Gratings사의 제품으

로 크기는 102 × 102 mm이고, 1649.5 g/mm, 블레이즈 각도는 
18°이다. 회절판을 통하여 분리된 빛은 4인치 시준렌즈를 통

과한 후 다시 초점이 맺히는데, 초점이 맺히는 부분에 400 μm
의 광섬유 뭉치를 놓아 회전 라만 신호와 탄성 신호만 선택적

으로 받아들이도록 구성 하였다. 광섬유 뭉치에 있는 353.1 nm
와 353.9 nm 용 광섬유는 서로 광축으로부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 기하학적 중첩효과(overlap factor)에 의한 근거리 

측정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광섬유 뭉치를 통하여 수집한 빛

을 평행광으로 바꾸기 위하여 렌즈군을 설치하였으며 353.1 nm 
빛을 투과시키기 위하여 353.9 nm의 필터를 기울여 사용하였다. 
회전 라만 신호를 얻기 위한 간섭 필터는 BARR사의 Narrow 
band filter 2개(F1, F2)를 서로 다른 각도로 투과 시켜서 원하

는 파장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탄성 산란 신호를 얻은 

채널은 Semrock사의 FF01-360/12-25 filter(F3)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센서는 354.7 nm파장부근에서 양자 효율이 

40%로 좋은 Hamamatsu사의 Bi-Alkali계통의 R9880U-210
의 PMT(Photomultiplier Tube)를 사용하였다. 실험장치의 전

체 구성도는 Fig. 5와 같다.

III. 결과 및 토의

본 연구는 낮 시간 온도측정이 가능한 라이다를 자체 제작

하여 측정을 하였다. Fig. 6은 낮 시간 온도측정을 위하여 오

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광자의 적분시간(Bin-Time)
을 200 nsec로 평균을 1,000번 하여 태양에 의한 배경신호 

크기를 측정한 것이다. 본 배경신호는 라이다를 실험하는 조

건과 같은 조건에서 실험한 것으로 라이다의 FOV와 필터의 

물리적 상태 등이 실제 라이다 신호를 측정하는 경우와 같은 

상태로 측정한 것이다. 오후1시에서 1시 30분에는 구름으로 

인하여 태양광이 약해져 포톤의 개수가 줄어들었지만, 낮 시

간에는 1,600개의 광자가 배경신호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값은 푸아송(Poisson statistics)통계에서 통계적으

로 40개 정도의 값이 요동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야간

에 얻어지는 라이다 신호에서 광자의 수가 약 40개 정도 얻

어지는 거리가 S/N비가 1이 되는 지점이고 최대 측정거리가 

된다. 만약 레이저 펄스수를 100,000번으로 한다면 배경신호

는 160,000개가 되고 이때 신호의 요동은 400개가 되는 곳까

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도측정을 하기위해 회전 라만 신호와 탄성 산란 신호의 

구분은 낮 시간 배경 신호를 줄이는 것만큼 중요하다. Fig. 7
은 2011년 12월 23일 구름이 낀 흐린 날씨에 측정한 데이터

로 회전 라만 신호가 탄성 신호의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0,000번의 레이저 펄스를 누적하여 측정을 하였다. 
탄성 산란 신호(354.7 nm)를 보면 1,800 m의 고도에 구름에 

의한 신호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회전 라만 신호에서

는 탄성 신호와 같은 신호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이를 통하

여 탄성 산란 신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회전 라만 신호만 수

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이다를 이용하여 획득한 회전 라만 신호의 비와 온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라이다를 수평으로 조사하여 

수평구간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Fig. 8은 2012년 4월 24일과 4월 28일에 100,000번의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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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dar Signal [a.u]

FIG. 7. Rotational Raman signal and elastic signal on the cloud 
atmosphere (2011. 12. 23).

Rotational Raman Ratio [a.u]

FIG. 8. Rotational Raman signal ratio for two horizontal and 
vertical directions (2012. 4. 24, 4. 28).

Rotational Raman Ratio [a.u]

FIG. 9. Correlation between rotational Raman ratio and the KMA 
temperature (2012. 5. 22～5. 23).

FIG. 10. Comparision between LIDAR data and US standard 
temperature profile (2012. 4. 24).

를 누적하여 측정한 수평과 수직구간의 데이터이다. 수직으

로 조사한 경우의 회전 라만 신호의 비는 0.6에서 0.5로 고층

으로 올라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평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0.5의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기 온도의 분포가 일정한 고도에서 일정하다는 

것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라이다 신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 9는 2012년 5월 22일 20시
부터 5월 23일 3시까지 측정한 회전 라만 신호의 비와 온도

이다. 실험 당시 온도는 23℃에서 18.2℃로 4.8℃의 온도의 

변화가 있었고, 회전 라만 신호의 비는 0.755에서 0.722까지

의 0.030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식 5와 Fig. 3의 광자 

수에 따른 온도측정 오차값에 따르면 본 실험에 경우 30,000
번의 포톤이 들어오면 식 5 에 의하여 통계적으로 약 2℃의 

오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Fig. 9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한 온도변화와 라이다 실험을 통해서 구한 회전라만신

호의 변화값이 오차범위 내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하여 라이다 신호 비(R)와 온도의 

상관관계를 얻었으며 차후 온도 그래프는 라이다 비만 얻어

서 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0은 2012년 4월 24일 100,000번의 레이저 펄스를 누

적하여 수직으로 조사를 하여 얻은 라이다 데이터와 고도별 

표준 온도 데이터이다. 표준 온도 데이터를 보면 고도가 100
m 상승할수록 0.6℃의 온도가 하강하여 1,000 m～3,300 m 
에서의 온도 변화가 10℃～-5℃인 것을 알 수 있고, 1,000 m～
3,300 m 부근의 라이다 데이터 또한 요동이 있지만 표준 온

도 데이터와 유사한 기울기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이다로 측정한 온도의 데이터를 검증을 위하여 포항기상

대에 있는 라디오존데와 동일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실험

을 하였다. Fig. 11은 2012년 1월 6일에 측정한 라이다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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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ng between LIDAR with Radiosonde (2012. 1. 6).

디오존데의 데이터이다. 회전 라만 신호는 최대 6,000 m 거
리까지 측정이 가능하였고, 또한 회전 라만 신호에 탄성 라

만 신호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라이다 

신호는 2시간 동안 얻은 신호를 모두 적분하여 얻은 것이다. 
라디오존데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면 고도가 높아짐에 따

라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000 m에서 1,500 m
까지의 고도에서는 기하학적 현상(Geometry Factor)과 많은 

양의 포톤으로 인하여 생기는 포화현상(Saturation)의 영향으

로 인하여 가까운 곳에서는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500 m이후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라디오

존데와 라이다의 데이터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온도측정 라이다를 자체 개발하여, 대기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낮 시간에는 태양에 의한 배경신호로 인

하여 측정 거리 및 온도분해능에 한계점을 갖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첫째, 송신부에

서 레이저의 발산각을 100 μrad으로 줄이고 둘째, 수신부에

서는 회절판, 광섬유 뭉치, 간섭필터를 이용하여 배경신호를 

줄이고 셋째, 온도측정에 필요한 파장의 회전 라만 신호와 

탄성 신호만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장비를 구성하였으

며, 이를 통하여 밤 시간에는 물론 낮 시간에도 온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파장은 Nd:YAG 레이저의 3차 조화파(354.7 nm)

를 사용하였는데, 다른 연구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354.7 nm
의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 353.35 nm와 354.2 nm의 파장을 

온도에 비례/반비례하는 파장으로 선택하여 신호의 비로 온

도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탄성산란 신호

와 파장차이가 회전 라만 신호가 탄성 신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절판과 기타 광학계의 기계적 안정성에 의

존하여 앞의 두 파장보다 온도변화에 민감도는 약간 떨어지

지만 탄성산란신호의 영향을 받지 않는 353.1 nm와 353.9

nm의 파장을 선택하여 두 신호의 비로부터 온도를 구하였

다. 낮 시간 특히 태양광의 효과가 최대인 12∼13시 사이에

도 3 km 이상 라이다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라이다를 통하

여 측정한 데이터의 검증을 위하여 수평으로 조사를 하여 얻

은 회전 라만 신호의 비와 기상청에서 발표한 온도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치를 검정하였으며, 검정

된 값을 이용하여 고도에 다른 온도를 측정하였다. 고도에 

따른 온도분포는 표준데이터와 라디오존데의 데이터와 비교

하여 구축된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개발된 장비를 라디

오존데 장비와 같이 사용한다면, 두 장비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며, 실시간으로 정확한 온도를 측정이 

가능하고,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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