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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of Aerosols and Ice Clouds Using Ellipsometry Li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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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developed ellipsometry lidar and measured aerosol and ice-cloud characteristics. To measure a full normalized 
backscattering phase matrix (NBSPM) composed of nine elements, we have designed an optical system with three kinds of 
transmission and three kinds of reception, composed of λ/2 waveplate, λ/4 waveplate and empty optic. To find systematic optical 
errors, we used clean day middle-altitude (4-6km) lidar signals for which the aerosol’s concentration was small and its orientation 
chaotic. After calibrating our lidar system, we have calculated NBSPM elements scattered from an aerosol and from an ice cloud. 
In the case of an aerosol, we found that the off-diagonal values m12,...,m34 of the NBSPM are smaller than those for a cirrus 
cloud. Also, the off-diagonal values of the NBSPM from a cirrus cloud depend on atmospher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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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구름과 에어로의 후방산란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타원 편광라이다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에어로졸과 얼음 구름의 

특성을 측정하였다. 규격화된 전체 후방산란 뮬러 행렬을 구하기 위하여 3 개의 광학계(λ/4 파장판, λ/2 파장판, 그리고 빈 공간)
로 구성된 조사 광학계와 같은 구조로 된 수신광학계를 통하여 총 9 개의 라이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광학계의 체계적 

오차를 구하기 위하여 에어로졸의 농도가 낮은 높은 고도의 9 개의 라이다 신호를 이용하였다. 9 개의 라이다 신호를 이용하여 

5 개의 광학계 설치 오차(offset angle)와 무질서하게 배열된 에어로졸에 대한 뮬러 메트릭스 요소(2 개)를 찾아내었다. 광학장치

를 검정한 후 얼음구름과 에어로졸에서 NBSPM (Normalized Backscattering Phase Matrix)를 구하였으며, 그 결과 에어로졸의 

경우 입자의 방향성과 관계되는 NBSPM 의 비대각 행렬이 얼음 구름의 그것보다 작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권운의 경우에도 

NBSPM 의 비대각 행렬이 변하는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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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에어로졸의 종류와 모양 그리고 크기를 판별하기 위하여 

편광라이다 장치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왔고
[1], 국내에서 기

상청과 환경부에서 도입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2, 3]. 기존

의 편광라이다는 선형 편광된 레이저를 대기 중에 조사하고 

후방산란된 신호를 편광빔분할기(PBS)로 송신 빛의 편광방

향(Ip)과 직각 방향(Iv)으로 분리하여 측정한다. 많은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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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두 채널의 신호로 비편광도( )를 계산하여 산란

물질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어 낸다
[4, 5].

그러나 많은 다른 연구가들이 지적하였듯이
[6, 7] 후방산란 

세기 및 편광 특성은 입자의 방향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서, 단순히 레이저를 대기 중에 조사하고 후방산란된 빛의 

선형 혹은 원형 편광의 정도만으로 입자의 비구형성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선형편광의 경우엔 라이다 

장치의 회전에 대하여 뮬러 메트릭스의 M44 성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원형편광을 사용하는 예도
[8] 있으나, 

역시 뮬러 메트릭스의 특정 요소(element)만 특정하기 때문

에 한계를 지니고,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두 개의 편광을 동

시에 사용하는 방법도
[9] 제시되고 있으나 역시 NBSPM의 일

부분 값만 얻을 수 있다.
전체 NBSPM를 구하기 위하여 회전하는 타원편광분석기

(ellipsometry)를 이용하는 경우[10]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

어 파장판이 회전하고 있는 동안에 구름의 광학적 특성이 변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다 장치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

므로 가능한 적은 수의 광학계로 전체 NBSPM를 구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의 광학계의 구성으로 원하는 NBSPM 

값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장치를 구축하여 측정

한 결과를 보여준다.

II. 이론적 배경

가장 일반화된 후방산란 된 빛의 뮬러 메트릭스는 역방향

으로 진행하는 빛이 만족해야하는 상반작용 정리(Reciprocal 
theorem)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11].

  if  or ≠
  if  or  

                (1)

                                  (2)

즉 후방산란 된 빛의 편광을 결정하는 뮬러 메트릭스는 총 

10개의 독립적인 값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에어로

졸의 물리적 상태와 관계없이 후방산란계수에만 관계되는 

M11을 1 로 규격화할 경우 총 9 개의 독립변수가 존재한다. 
식 (1), (2)는 산란 물질의 모양이나 대칭성에 관계없이 임의

의 모양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식이다. 만약 구성된 입자

의 모양이 구형이거나 혹은 구형이 아니더라도 무질서하게 

배열된 앙상블에서 산란된 것이라면 라이다 시스템을 회전

하여도 후방 산란된 빛의 편광특성이나, 후방산란계수 등은 변

하지 않는다. 즉 식 (1), (2)은 다음의 식도 만족하게 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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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는 라이다 시스템을 레이저 조사방향(Z)에 대하

여 Φ 만큼 회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c와 s는  cos 
  sin를 의미한다. 즉 식 (1)~(3)을 만족하는 식은 아래

와 같은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13].













 

 


 

 
 

 

 













 
 


 

 
 

 

 

(4)

식 (4)에서 각 행렬요소들 간에는    을 만족하며 

식 (1)의 조건에서  조건도 만족하여야 하며, 식(2)의 

조건은 모든 후방산란의 경우 만족해야 하므로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대칭면이 있는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한 면에 대하여 거울상(mirror image) 입자

만 존재하는 경우   를 만족하며 일반적으로   값은 매

우 작은 값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식 (4)는 ∙

의 꼴로 표현이 가능하여 송신레이저의 

편광 방향이 선형편광이든 원형 편광이던 관계없이 하나의 

변수로 표시된 NBSPM 값을 구할 수 있다. 
즉 선형편광(   ) 레이저를 사용할 두 채널로 

수신된 빛의 세기는 
 

 ,   로 표

현되며, 여기서 PBS(Polarization Beam splitter: ,)와 검출

기()는 각각 메트릭스와 행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14]. 

신호를 규격화한 아래와 같이 정의된 Q 값은 NBSPM의 성

분으로 표시되며 센서의 효율이 같다면 1-d로 표현된다.

≡










 




 



  (5)

여기서 센서와 PBS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6)

마찬가지고 원형편광(   )을 레이저를 사용

할 경우 규격화된 신호 V(  )는 각 채널의 

측정값 
 

 와 
 

 로 표시되어 V=1-2d
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선형 편광 라이다 장치와 원형편광 

라이다 장치에서 얻어지는 값은 V=2Q-1의 관계를 만족한다. 
그러므로 간단하게는 Q, V 값의 비교를 통하여 산란 물질

의 회전 대칭성을 연구하는
[6, 15, 16] 것도 가능하며, Balin 등

은
[15] 선형편광 레이저와 원형편광레이저를 이용하여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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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NBSPM of ice cloud 
and aerosol.

NBSPM의 행렬 요소(   )값들의 관계에서 K4 상수를 아래 

식 7 과 같이 정의하고 이 값의 변화를 이용하여 산란 입자

의 방향성을 논하였다. K4가 2인 경우엔 비대각선 행렬의 값

은 구하지 못해도 대각선 행렬의 값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하였다.

                                            (7)

많은 연구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높은 고도에 존재하

는 권운의 경우 지표면과 수평방향으로 부는 바람장 때문에 

입자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지 않고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16, 17].

바람의 부는 방향을 xyz좌표계에서 xoz면으로 하고, xoz 
면을 산란면(scattering plane)이라 한다면 본 산란면에 대하

여 산란물질은 대칭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경

우 NBSPM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17, 18].

 











 
 

 
 

 
 

 
 

 ≈               (8)

그러나 일반적으로 얼음 구름 입자들의 정렬방향을 알 수 

없으므로 NBSPM는 임의의 각도(Φ)만큼 회전된 상태로 계

산되므로 실험적으로 얻어지는 NBSPM는 아래의 모양을 지

니게 된다.

 
 











 
 

 
 

 
 

 
 

          (9)

여기서 각 요소 mij 와 식 (8)의 행렬요소 A, B, C, D의 관계

는 식(3)의 회전 메트릭스(R(Φ))를 (9)식에 넣고 계산하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첨자 ME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뮬러 메트릭스를 의미하고 M0
은 산란면과 입자의 정렬 방향

이 같을 경우에 얻어지는 뮬러 메트릭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정 방향으로 정렬된 입자들의 NBSPM는 선형편

광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  





    

 값으로 얻을 수 있고, 원형편광 레이저를 사용할 경

우  





     로 얻을 수 있

다. 그런데 m14, m44 값은 식 (3)의 방법으로 회전하더라도 회

전 방위각에 무관한 값이므로 원형편광을 통하여 얻어지는 

값 V는 라이다의 방향에 무관하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선형

편광레이저를 조사하여 비편광도(정의: )를 얻는다면 

그 값은 m12, m22가 라이다의 좌표계 방향에 따라 다르기 때

문에 라이다의 설치 방향에 따라 다른 값을 얻게 된다. 즉 m12 
값이 0이 아닌 경우 공간회전대칭성을 판단하는 지수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앞선 논의처럼 무질서한 방향 분포를 이루고 있

다면, 비편광도의 정의로부터  





   

 ≈  이고, 마찬가지로 원형편광의 경우  





     를 만족하게 된

다. 그러므로 두 편광으로 얻은 비편광도 사이엔 다음의 관

계식이 성립한다.

 

                       (10)

방향성을 지닌 입자 앙상블에 대한 NBSPM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가들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데, Romashov 
등은 입자의 방향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입자의 방향성

을 의미하는 인자를 규정하고 그 값의 크기에 따라 입자들의 

방향성을 논하였다.[17]

 

 
 

             (11)

III. 실험 장치의 구성 및 수학적 표현

산란 입자의 NBSPM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개의 회전하는 

파장판을 이용하는 방법
[19, 10]

이 있으나 소요시간과 복밥한 

장치제어 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3 개의 광학계를 교

대로 송수신 장치에 삽입하여 산란된 빛의 편광상태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1에 그 과정을 상세히 나타내었

다. 송신부와 수신부에는 회전하는 원판에 3 가지 종류의 파

장판을 설치하여 교대로 레이저 빔의 경로에 스텝모터를 이

용하여 위치시킴으로써, 3 가지 종류의 다른 편광 빛을 대기 

중에 조사하도록 하였고,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원판에 3 개
의 다른 파장판을 설치하여 각각의 파장판이 교대로 수신 빛

의 경로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송신과정은 레이저 빛을 변조시키

기 위하여, 1/2 파장판(빠른 축의 각도와 레이저 편광이 이루

는 각도:22.5도), 1/4 파장판(빠른 축의 각도와 레이저 편광이 

이루는 각도:45도) 그리고 그대로 통과 시키는 투명한 빈 광

학계로 구성된다. 후방산란 후 센서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신

호 역시 센서로 입력되기 전에 변조되게 되는데, 송신과정과 

마찬가지로 3 가지의 광학계를 교대로 투과시켜서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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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게 된다. 단 수신광학계에선 1/2 파장판의 빠른 축의 각이 

처음 레이저의 편광방향과 -22.5도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레이저의 편광이 파장판에 의하여 변조되어 산란 물질에 

의하여 후방산란 산란되고, 다시 변조되어 센서로 입사되는 

두 개 센서의 신호를 수학적으로 나타면 식 (12)와 같이 표

현된다. 

║
  ║

 ∙∙


  

⊥
  ⊥

 ∙∙


   
(12)

여기서 η는 각각의 센서의 효율을 의미하며, 첨자 k는 송신

쪽 광학계의 상태를 나타내고( k=1일때는 빈공간, 2 일때는 

1/2파장판, 3 일땐 1/4 파장판) j는 수신쪽 광학계를 같은 순

서로 나타낸다. ║ 는 센서와 PBS 그리고 파장판을 지난 빛

을 수학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
  ∙║ ∙를 

나타내고, ║는 PBS를 투과하는 것이고, 파장판을 

나타내며,  는 각각 파장판의 위상지연과 빠른 축(fast 
axis)의 설치 방향이 처음 레이저 편광방향과 만든 각도를 의

미하며 각각의 광학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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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BSPM(Backscattering Phase Matrix)는 공기분자에 의한 

것()과 입자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4)

산란비(R=scattering ratio)는 공기 분자에 의한 후방산란계

수와 총 산란계수의 비는 나타내며, 편광에 관계없는 물리량

이다. 그러므로 두 편광라이다 신호의 합한 신호를 이용하여 

Klett[20] 혹은 Fernald[21] 제시한 알고리즘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R은 다음과 같다.
 



 
∑  ∙ 

  ∙ ∑  ∙ 
∑

  ∙ ∑

(15)

여기서 은 공기분자에 의한 후방산란계수, 은 에어로졸

에 의한 후방산란계수, 은 각각 에어로졸과 공기분자의 

NBSPM의 첫 번째 행을 나타내는 것으로      

  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에어로졸에 의한 후방산란계수와 공기분자에 의

한 후방산란계수 산란비(scattering ratio)를 이용하면 에어로

졸과 공기분자의 산란을 동시에 고려한 산란물체의 뮬러 메

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16)

실험적으로 얻어지는 두 채널의 라이다 신호는 식 (12)와 

같이 표현되고, 두 신호를 아래와 같이 규격화하면 

║
 ⊥



║
 ⊥



║
 

 ⊥
 



║
 

 ⊥
 





      

(17)

  
이상적인 경우 두 센서의 효율비()가 알려져 있고, 구축된 

파장판과 PBS의 설치각도와 위상지연 값()이 정확하다면 

17식은 9 개의 실험 값(Cl : l=1,...9)으로부터( ) 8 
개의 mT의 행렬요소(  를 

구하는 잘 정의된(well posed) 선형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귀

결된다. 

IV. 실험 결과 및 토의

설치된 센서의 효율이 다르고, PBS와 각 파장판의 빠른 축

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식 (17)에서 미지

수가 너무 많아 NBSPM 행렬요소를 제대로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설치된 광학계의 모든 6개의 설치오차(systematic 
error: 샌서의 효율 비, PBS 설치 각도, WP 설치 각도 4가지)
를 측정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일반 에어로졸에서 각 에어로

졸은 무질서하게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NBSPM 독립요

소는 식 (2)와 (4)에 의하여 2개의 독립변수만 존재한다. 그
러므로 식 17에서 9개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설치 오차 6개 

그리고 에어로졸의 NBSPM 값 2개(m22, m33)를 얻을 수 있다.
즉 체계적 오차는 다음 식을 만족하는 벡터 x를 구하는 문

제로 귀결된다.

                                (18)

여기서 벡터 y와 x는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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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polarization ratio in the cirrus cloud and aerosol with 
different wave plate combination.

FIG. 3. Extinction coefficient distribution measured from  May 3 
to May 4, 2014.

FIG. 4. Variation of system parameters calculated from different 
time and altitude lidar signals.


  이다.

이러한 비선형 방정식의 해는 주어진 측정값()을 최적화 

시키는 설치오차()의 바예시안(Bayesian)분포에서 최대값

()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값을 구할 수 있으며, 뉴톤-가우스 

되먹임 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9)

여기서 K는   를 의미하며, 는 측정값 오차의 공

분산 행렬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광자계수기로 얻은 광

자수의 포아송(Poission) 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그 오차를 얻

었다.
 Figure 2는 구축된 9 채널 라이다 신호에서 얻은 9 가지

의 라이다 신호에서 중에서 일부분의 신호 즉 송수신 파장판

의 조합이 각각 (1/4λ,1/2λ), (1/4λ,1/4λ), (1/2λ,1/2λ) 그리고 

파장판이 설치되지 않은 (0,0) 상태에서 얻은 비편광도를 고

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Figure 2에 내삽된 그래프는 구름에 

의하여 산란된 라이다 신호를 이용하여 얻은 소광계수 값을 

고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약 6 km부

터 권운이 있으며 운정은 9 km 정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파장판 조합에서 얻어지는 신호는 다른 비편광

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충분한 SNR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구름과 구름이 없는 일반 에어로졸에서

는 얻어지는 비편광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러한 정보가 식 (17)을 이용하여 NBSPM를 구하는데 

사용된다.
Figure 3은 2014년 5월 3일 오후 23시부터 5월4 일 05시까

지 얻은 라이다 신호에 Klett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얻은 

소광계수를 보여준다. 그림의 y축은 총 333개의 데이터를 나

타낸 것이며, 하나의 고도별 프로화일을 얻는데 1 분이 소요

된다. 그래프에서 x 축은 고도를 나타낸 것으로 값 1은 60m
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200은 고도 12 km을 의미한다. y 측
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총 5시간 30분의 정

보를 가지고 있다. 고도별 NBSPM를 얻기 위해서 총 9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333개의 데이터는 37개의 NBSPM 데
이터 프로화일을 얻을 수 있다. 구름은 약 6-9 km 영역에 존

재하여, 얼음 구름 상태일 것으로 생각되며, 구름은 시간에 

따라 고도를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ure 3의 계산된 

소광계수를 식 16엑 적용하여 NBSPM 계산에 사용하면 구

름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에어로졸만 있는 부분으로 나

누어 계산이 가능하다.
Figure 4는 식 (19)를 이용하여 얻은 체계적 설치 오차와 

NBSPM 의 두 행렬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계산에 사용된 

라이다 신호는 2014년 5 월 3일 오후 23시부터 5월4 일 05
시까지 받은 것으로 권운 구름이 존재하는 날짜를 택하였다. 
그림에서 위쪽 내삽 그래프는 Fig. 3을 다시 그린 것이고, 그
래프의 사각형부분은 계산에 사용한 데이터 영역을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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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lculated system parameters using two channel polarization spherical aerosol lidar signals

System parameters Mean Unit Standard Deviation

Detector sensitivity ratio 0.79389 x 0.09547

Transmitting optics error(λ/2 Wp) -0.17071 rad 0.03881

Transmitting optics error(λ/4Wp) -0.06775 rad 0.06865

Receiving optics error(λ/2Wp) -0.10048 rad 0.04266

Receiving optics error(λ/4Wp) 0.14478 rad 0.11341

Element of BSPM (m22) 0.96481 x 0.01543

Element of BSPM (m33) -1.03902 x 0.05445

Element of BSPM (m44) -0.94096 x 0.02799

Receibving optics PBS    0.00382 rad 0.01562

FIG. 5.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relation between m22 and m44.
(a)

(b)

FIG. 6. Relative frequency of NBSPM element m12 measured on 
May 3(a) and June 2(b), 2014.

것으로 구름이 없는 지역이며 구체적인 고도는 4.2 km에서 

6 km 이하 영역의 에어로졸을 사용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설치 오차는 일정한 값을 중심으로 요동하고 

있으나, 일정한 값으로 이동(shift)된 값을 나타내고 있다. 계
산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5는 Table 1의 설치오차를 이용하여 식 (17)에 적용

한 후 구름과 에어로졸 모두를 포함하는 영역(Fig. 2의 모든 

영역)에서 구한 NBSPM 값의 주요 두 행렬 요소 m22와 m44

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비구형 얼음 구름이 무질서하게 

분포하고 있고, 구형(spherical shape)의 에어로졸대기의 경우 

두 행렬요소는 그림에서 제시한 이론적 값과 같은 관계를 만

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림에서 m22가 1에 가까운 값에서는

(구형의 에어로졸) 이론적 계산과 일치하고 있으나, 비구형

의 입자에 의하여 산란된 신호(m22가 1 보다 더 크게 작은 

영역) 즉 권운과 같이 비구형의 입자로 구성된 입자에 의해

서 얻은 m22 값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권운의 경우 선형 편광라이다로 얻을 수 있는 m22 값으로 원

형 편광라이다로 얻을 수 있는 m44 값을 유추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는 비구형의 입자가 특성방향으

로 정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NBSPM의 행렬 요

소 모두를 구하여만 그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비구형의 입자가 방향성을 지닌 상태

로 분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날, 즉 다른 대기환

경에서 어떤 방향성을 지니는지 알아보았다. 다른 날 얻은 

라이다 신호를 이용하여 비구형 방향성을 결정하는 행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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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rientation index profile from the base of the cirrus 
cloud measured on June 2, 2014.

소인 m12 값을 상호 비교하였다. Figure 6은 서로 다른 날((a) 
: 2014년 5 월3 일, (b) : 2014년6월2일 ) 얻은 권운에서 산란

된 라이다 신호만으로 구한 NBSPM 각 요소들의 통계적 분

포를 보여준다. 그 중에서 방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m12 
값의 분포 특성을 그림 내부에 더 상세히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5월 3일에 얻은 구름의 경우 m12 의 분포

가 -0.00634을 중심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하고 있어 0에 가

까운 값을 보이고 있으나, 6월 2 일 의 경우엔 0.076을 중심

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하며,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0이 아님

을 알 수 있다. 즉 6월 2 일의 경우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얼

음 알갱이가 특정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정성적인 판단은 NBSPM의 다른 비대각선 행렬 

값을 이용하여 판단하여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Figure 7은 식 (11)의 방향성 지수()를 구름 깊이별로 나

타낸 것이다. x축은 구름이 시작하는 고도부터 구름 안쪽으

로의 고도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구름의 

깊이에 따라 방향성 지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함을 알 

수 있다. 0에서 큰 값일수록 더 큰 방향성을 지닌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측정된 권운의 경우 약하게 방향성을 지닌 것으

로 생각되며, 같은 권운이더라도 다른 날 측정된 권운의 방

향성 지수는 이보다 작은 값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방향성 지수는 대기의 바람장이나 얼음 알갱이의 형상에 따

라 변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측정으로 통계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에서 사각형 안의 작은 그래프는 

NBSPM 값 중에서 방향성 지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m22와 

m33 값의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V. 결    론

송신단과 수신단에 각각 3 개의 다른 편광 상태를 송-수신

할 수 있는 타원편광 라이다 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방산란을 

일으키는 입자의 NBSPM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설치된 광학계의 오차를 비선형 회귀분석법으

로 보정하고 이로부터 미지의 얼음 구름과 에어로졸에서서 

NBSPM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얼음 구름이 없는 일반 에어로졸 상태에서는 얻어

진 NBSPM 값의 비 대각선 행렬 값 들은 거의 0 에 가까운 

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얼음 구름에서는 비대각행렬 요소들

이 경우에 따라 의미 있는 오차 범위 내에서 0과 다른 값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얼음 구름의 일정 부분은 

부분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양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인자를 이용하여 그 값을 정량적으

로 구할 수 있었다. 특히 NBSPM의 비 대각선 성분 중 m12 

성분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선형적 편광라이다와 원형

편광라이다의 경우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된다.
즉 대각선 방향을 제외한 NBSPM의 각 항들이 라이다 시

스템의 방향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존에 구

축된 편광 라이다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서 편광 현상의 정량

적인 분석 및 비교를 위하여 대부분 선형 혹은 원형 편광을 

이용하는 기존의 장치들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즉 각

각의 라이다 시스템으로 얻은 비편광도는 시간적, 공간적으

로 서로 비교 불가함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구축되는 장치

들은 본 연구에서 실례로 보여준 예와 같이 최소 9 개 이상

의 편광상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BSPM는 산란물질의 모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하여 대기 물

질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에어로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바람장과 같은 기상정보도 동시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 및 실험적 연구가 병

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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