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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vertical profiles of the extinction coefficient, the backscatter coefficient, and the
lidar ratio (i.e., extinction-to-backscattering ratio) for Asian dust and pollution aerosols are
determined from Raman (inelastic) and elastic backscatter signals. The values of lidar ratios
during two polluted days is found between 52 and 82 sr (July 22, 2009) and 40~60 sr (July 31,
2009) at 52 nm, with relatively low value of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5%) and high value
of sun photometer-derived Ångström exponent (> 1.2). However, lidar ratios between 25 and 40
sr are found during two Asian dust periods (October 20, 2009 and March 15, 2010), with 10
~20% of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and the relatively low value of sun photometer-derived
Ångström exponent (< 0.39). The lidar ratio,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and color ratio are
useful optical parameter to distinguish non-spherical coarse dust and spherical fine pollution
aerosols. The comparison of aerosol extinction profiles determined from inelastic-backscatter
signals by the Raman method and from elastic-backscatter signals by using the Fernald method
with constant value of lidar ratio (50 sr) have shown that reliable aerosol extinction coefficients
cannot be determined from elastic-backscatter signals alone, because the lidar ratio varies with
aerosol types. A combined Raman and elastic backscatter lidar system can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about the aerosol extinction profile and the aerosol lida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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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0년대부터 지상, 항공기 그리고 위성 관측을 통

하여 황사와 산불같은 자연발생 에어러솔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연직분포와 광학

특성 관측을 통해 이들이 구름-복사-기후에 미치는 영

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Huebert et al, 2003; Kim et al., 2005;

Murayama et al., 2001; Nakajima et al., 2007). 특히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이용한

실시간 에어러솔의 연직 분포와 후방산란계수

(backscattering coefficient) 그리고 에어러솔 소산계수

(aerosol extinction coefficient) 등의 원격 관측 자료가

황사 및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수송(Uno et al., 2009,

Kim et al., 2010), 도시 지역 대기 혼합층내의 오염입

자 연직분포 및 거동 특성 (Kim et al., 2007),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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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율(atmospheric heating rate) 계산을 위한 대기복

사전달모델의 입력자료(Kim et al., 2004; Won et al.,

2004)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위성 탑재

라이다(Cloud-Aerosol Lidar and Infrared Pathfinder
Satellite Observation, CALIPSO; Kim et al., 2008;

Winker et al., 2007) 관측이나 지상 라이다 네트워크

구축(e.g., AD-NET; Murayama et al., 2001)을 통해

에어러솔의 공간적 분포와 연관된 광학적 특성을 모

니터링하고 있다(Uno et al., 2009).

라이다를 이용한 대기 중 에어러솔 관측 기술은 크

게, 에어러솔의 탄성 산란(elastic scattering)과 공기분

자에 의한 라만 산란(Raman scattering) 신호를 감지

하는 기술로 대별된다. 탄성 산란광만을 측정하는 라

이다[탄성 라이다(elastic lidar) 또는 미산란 라이다(Mie

scattering lidar)로 흔히 불림]의 경우, 라이다 식에 포

함된 두 개의 미지수인 에어러솔 소산계수(aerosol

extinction coefficient)와 후방산란계수(aerosol backscattering

coefficient)로 인해, 일반적으로 에어러솔 소산계수를

후방산란계수로 나눈 값인 라이다 비[lidar ratio, 또는

소산 대 후방산란비(extinction-to-backscattering ratio)]

를 상수로 가정하여 계산하거나(Fernald et al., 1984;

Klett, 1981; Yoon et al., 2008), 동일 지점에서 동시

관측된 에어러솔 광학적 두께(aerosol optical depth)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라이다 비를 결정

하여 소산계수를 계산한다(이병일 등, 2008; Welton et

al., 2000). 라이다 비의 경우 입자의 크기나 모양 그

리고 구성 화학 성분(종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Cattrall et al., 2005; Kovalev and Eichinger, 2004;

Omar et al., 2004), 어떤 값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계

산된 에어러솔 소산계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

다(Yoon et al., 2008). 

라만 산란광을 측정하는 라만 라이다(Raman Lidar)

는 대기 중 공기 분자, 특히 질소(N2) 분자에 의해 비

탄성 후방산란(inelastic backscattering)된 신호를 측정

한다. 비탄성 후방산란 신호는 에어러솔의 소산

(extinction)에는 영향을 받지만 에어러솔 후방산란

(backscattering)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Ansmann et

al., 1990). 따라서, 라만 라이다는 탄성 산란 신호를

수신하는 미산란 라이다와 달리 에어러솔 소산계수와

에어러솔 후방산란계수를 가정 없이 직접적으로 산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독립적으로

산출한 에어러솔 소산계수와 에어러솔 후방산란계수

를 통해 라이다 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라만 산란의 경우 에어러솔 소산계수와 후

방산란계수 그리고 라이다 비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탄성 산란 신호에 비해 그 신

호가 아주 약하고, 태양 빛에 의한 간섭으로 인해 야

간 측정 자료만 분석이 가능한 단점이 존재한다. 따

라서, 보다 정확한 에어러솔 소산계수와 후방산란계

수 그리고 라이다 비의 연직 분포를 얻기 위해서는

라만 산란과 탄성 산란의 동시 관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라만과 탄성 신호의 동시 관측이 가

능한 라만-탄성 라이다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2009년

과 2010년 관측된 오염 및 황사기간 에어러솔의 연직

분포 특성과 라이다 비를 분석하였다. 라만 산란 측

정 자료를 이용하여 황사와 오염 기간의 에어러솔 소

산계수와 후방산란계수 연직 분포를 산출하여 황사와

오염 에어러솔의 라이다 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라만 산란 신호와 탄성 산란 신호로 산출한 에어러솔

소산계수 프로파일의 비교를 통하여 각각의 측정 및

해석방법에 따른 에어러솔 소산계수 산출값의 정확성

을 라이다 비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2. 라만-탄성 라이다

서울대학교 캠퍼스(37.46 N, 126.95 E)에 설치, 운

영중인 서울대학교 라만-탄성 라이다는 일본 국립환

경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에서 개발된 것으로, 1064와 532 nm 파장에서 탄성

신호를, 그리고 607 nm 파장에서 라만 신호(비탄성 신

호)을 측정하여 에어러솔 소산계수(aerosol extinction

coefficient)와 라이다 비(lidar ratio)의 연직 분포를 산

출한다. 라이다의 자세한 사양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동아시아 라이다 네

트워크 홈페이지(http://www-lidar.nies.go.jp/)와 Xie et

al. (2008)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대학교 라만-탄성 라이다는 Nd:YAG 레이저(펄

스 에너지: 20 mJ)를 사용하여 1,064 nm와 이를 증폭

시킨 532 nm 파장의 빛을 발사,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에어러솔의 후방산란강도(backscattering intensity)를 측

정한다. 라이다의 수신부(receiver)는 직경 20 cm의

Schmidt Cassegrain 타입 망원경으로 되어 있으며, 시

야각(field of view)은 1 mrad이다. 후방산란신호 검출기

(detector)는 532 nm에서 수평성분(parallel component)과

수직성분(perpendicular component)의 탄성 산란 신호

를 검출하는 2개의 채널과 1,064 nm에서 탄성 산란

신호를 검출하는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607 nm

에서 라만 산란 신호(비탄성 신호)를 검출하는 채널

을 장착하여 총 4개의 후방산란 신호를 검출하게 된

다. 두 파장(1,064 nm, 532 nm)에서의 탄성 산란 신호

측정을 통한 에어러솔 연직 분포 분석은 2006년 3월

부터, 그리고 607 nm 파장의 라만 신호 수신부를 통

한 비탄성 산란 신호 관측은 2009년 7월부터 지속적

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라만-탄성 라이다는 매 시간

00, 15, 30, 45분에 5분간 관측(샘플주기: 10 Hz,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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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번 프로파일 생성)을 수행하고, 이후 10분간 관

측하지 않는 형태의 15분 주기로 운영, 상시 관측을

수행한다. 기기의 연직 해상도의 경우, 탄성 산란 신

호는 6 m, 라만 산란 신호는 30 m로 설정되어 있다.

대기 중 공기 분자에 의해 후방 산란되어 돌아오는

라만 산란 신호는 그 신호의 세기가 탄성산란에 의한

후방 신호보다 일반적으로 약 103~104배 가량 작은 값

을 가지며(Whiteman et al., 1992), 주간 태양빛으로

인한 라만 산란 신호 탐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라만

산란 신호의 분석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관측 자료에 한해 이루어졌다. 

3. 라만 방법을 이용한 후방산란계수,

에어러솔 소산계수 및 라이다 비 산출

라만 채널을 통해 수신된 후방 산란 신호 분석을

통한 에어러솔 소산계수는 다음의 라만 라이다 방정

식으로부터 산출 할 수 있다(Ansmann et al., 1990,

1992; 노영민 등, 2006). 

         (1)

여기서, P607은 고도(z)에 따라 607 nm 파장에서 라만

산란되어 돌아온 후방 신호를, σ는 각각 532 nm와

607 nm에서의 에어러솔 소산계수(아래첨자, a)와 공기

분자에 의한 소산계수(아래첨자, m)를 의미한다. K는

고도변화에 무관한 시스템 상수이며, O(z)는 레이저

빔의 발산각과 망원경의 시야각에 의해 결정되는 중

첩함수(overlap function)로서 망원경 초점거리 이내의

고도에서는 후방산란 된 신호를 모두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

기경계층 내에서의 에어러솔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맑

은 날의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중첩함수를 구하였으며,

이를 고도 300 m부터 600 m (초점거리)까지 적용하였

다 (Yoon et al., 2008). 300 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는 중첩함수가 0.01 이하의 매우 작은 값을 갖기 때

문에 정확한 보정이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제외하였다.

라만 후방산란계수[β (z)]는 공기 분자의 수농도

(number density; N)와 후방 산란 단면적(cross section

for the backward direction; )의 곱[즉, 

]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서 약 50 km 떨어진 오산 지역에서 측정한 라디오존

데(radiosonde) 자료를 이용하여 공기 분자의 수농도

를 계산하였다.

한편, 에어러솔 소산계수와 파장(λ )과의 관계

(σλ,a(z) λ−
k)를 가정하고, 식 (1)을 정리하면 에어러

솔 소산계수의 값을 산출할 수 있는 다음 식 (2)로 나

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k는 에어러솔의 상대적 크기를 의미하는 값으

로, 일반적으로 k를 1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본 연구

에서는 라만 산란 신호를 해석하여 에어러솔 후방산

란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Ansmann et al. (1992)

과 Whiteman et al. (1992)에서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

였다. 에어러솔 후방산란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에어

러솔의 후방산란계수와 공기분자의 후방산란계수의

합인 총후방산란계수(total backscattering coefficient)와

P
607

z( ) K O z( )⋅

z
2

------------------β z( ) { σ
532 a, ζ( ) [

0

 z

∫–exp=

σ
532 m, ζ( ) σ

607 a, ζ( ) σ
607 a, ζ( )]dζ}++

dσ π( )
dΩ

-------------- β z( ) =

N z( )
dσ π( )

dΩ
--------------

 ∝

σ
532 z, z( )

d
dz
-----

N z( )

P
607

z( )z2
----------------------ln σ

532 m, z( )– σ
607 m, z( )–

1 532
607
---------⎝ ⎠
⎛ ⎞k

+
-------------------------------------------------------------------------------------------=

Table 1. Specification of SNU Lidar system used in this study.

Transmitter

Laser type Nd:YAG

Wavelength (nm) 532, 1064

Energy/pulse (mJ) 20 (532), 20 (1064)

Repetition rate (Hz) 10

 Receiver

Telescope type Schmidt Cassegrain

Diameter (cm) 20

Field of view (mrad) 1

Detector (nm) Photomultiplier tubes (532, 607) Avalanche photodiode (1064)

Signal detection A/D converter

Range resolution (m) 6

Detected Species

Raman nitrogen (nm) 607

Elastic/Rayleigh and polarization (nm) 532 (parallel, perpendicular)

Elastic/Rayleigh (nm)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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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분자에 의한 후방산란계수의 비로 정의하는 에어

러솔의 후방산란 비(aerosol backscattering ratio, R)를

다음 식(3)과 같이 계산하였다. 

(3)

식 (3)에서 βa, βm는 각각 에어러솔에 의한 후방산

란계수와 공기분자에 의한 후방산란계수를 의미한다.

탄성 산란 신호는 공기분자와 에어러솔에 의한 후방

산란에 영향을 받는 값이고, 라만 산란 신호는 공기

분자에 의한 후방 산란에 영향을 받는 값이기 때문에

식(3)에서 에어러솔 후방산란 비(R)는 532 nm에서 수

신한 탄성 산란 신호와 607 nm에서 수신한 라만 산

란 신호의 비로 계산 가능하다. 따라서, 탄성 산란 신

호와 라만 산란 신호의 비를 이용하여 기준고도(z0)에

표준화시켜 구한 에어러솔 후방산란계수는 다음 식(4)

와 같다. 

         

         (4)

마지막으로, 식(2)와 (4)에서 구한 에어러솔 소산계

수와 에어러솔 후방산란계수의 비를 이용하여 라이다

비(S)를 다음 식(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5)

앞에서 언급했듯이 라만 산란 신호가 탄성 산란 신

호에 비해 아주 약해, 본 연구에서 라만 해석 방법을

통해 에어러솔 소산계수, 에어러솔 후방산란계수, 라

이다 비를 산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직적으로

120 m 간격, 3~4시간 동안의 라만 산란 신호를 합산

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탄성 산란 측정 자료로부터 에

어러솔 소산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Fernald (1984)에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계산과정은 Fernald

(1984)뿐만 아니라 이병일 등(2008), Yoon et al. (2008),

그리고 Kim et al. (2008) 등의 논문에 자세히 기술되

어 있어 본 논문에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였다. 탄

성 채널 측정 자료로부터 에어러솔 소산계수 계산 시

필요한 라이다 비는 과거의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는

50 sr을 고도에 따라 일정한 상수 로 가정, 사용하였

다(Doherty et al., 2005; Hayasaka et al., 1998; Yoon

et al., 2008). 물론 다음 4장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에

추가하여 라만 채널을 통해 산출된 라이다 비를 탄성

산란 신호 해석에 적용하여 에어러솔 소산계수 프로

파일을 산출하였다.

4. 결과 및 토론

본 연구에서는 오염 및 황사 기간의 서울대학교 라

만-탄성 라이다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에어러솔 후방

산란계수와 에어러솔 소산계수의 연직 분포를 산출하

여 두 기간의 라이다 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라

만 산란 신호와 탄성 산란 신호로 산출한 에어러솔

소산계수 값의 비교를 통하여 라이다 비 관점에서 그

정확성을 논의하였다.

4.1. 오염 사례

본 연구에서 2009년 7월 22일과 7월 31일을 오염

관측 사례로 선정,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비록

여름철 잦은 강수에 의한 세정효과로 인해 지상관측

소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관측되지는 않았지만(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 7월 22일 -약 35 µg/m3, 7월 31일

-약 34 µg/m3, 기상청 관악산 측정소 기준), 라이다 관

측 자료를 통해 볼 때 대기경계층을 포함하여 대류권

하부에 두터운 에어러솔층이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오염사례로 명명하였다. 또한, 앞의 3장에서 언급하였

듯이 탄성 채널 신호의 분석을 위한 기준고도(약 6~

8 km) 부근에서 구름이 없는 조건과 야간 측정 시 구

름의 존재하지 않고, 3~4시간 동안 에어러솔 연직 분

포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어 라만 채널 측정 신호의

안정적 분석이 가능한 조건 역시 본 연구의 사례 선

정 기준이 되었다.

Fig. 1(a)는 2009년 7월 22일 탄성 채널을 통해 관

측된 후방산란강도와 입자 편광도의 연직 분포 일변

화를, 1(b)는 같은 날 1200부터 1500 UTC 사이에 라

만 채널을 통해 측정된 신호를 평균하여 산출한 에어

러솔 후방산란계수, 에어러솔 소산계수 그리고 라이

다 비의 연직 프로파일을 그린 것이다. 같은 시간 탄

성 채널을 통해 측정된 입자편광도의 평균 프로파일

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탄성 신호를 거리 보정하여

그린 532 nm 파장에서의 후방산란강도를 보면, 7월

22일의 경우 1800 UTC 무렵까지 에어러솔층이 지표

면으로부터 약 1.7~1.8 km까지 안정적으로 존재함을

볼 수 있으며, 1800 UTC 이후에는 약 4 km 고도까

지 에어러솔층이 확대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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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솔층에 대해 관측된 입자 편광도는 약 0.05(즉 5%)

보다 작은 값으로, 대부분 구형의 입자가 존재함을 추

정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라이다와 동일한 지점에서

주간에 관측된 선포터미터(sunphotometer) 관측 결과

를 보면, 에어러솔 광학적 두께(aerosol optical depth)

는 약 0.4~0.63 (500 nm), 옹스트롬 지수(ngström

exponent)는 약 1.2 정도였다. 라이다의 편광도 값과

선포터미터 관측으로부터 산정된 옹스트롬 지수를 통

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구형의 오염 에어러솔이

우세하게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라만 채널을 통해 산출한 에어러솔 후방산란계수와

에어러솔 소산계수 프로파일을 보면(Fig. 1b), 탄성 산

란 채널을 통해 관측한 후방산란계수에서와 동일하게

에어러솔층의 상부에 해당하는 약 1.3~1.4 km 고도에

서 에어러솔 소산계수는 약 0.55 km-1, 에어러솔 후방

산란계수는 0.01 km-1sr-1로 나타났다. 라만 채널 분석

시간 동안 관측된 입자의 편광도는 약 0.02~0.03(즉,

2~3%)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구형에 가까운 입자

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때 라이다 비의 연직 분

포를 보면, 약 1.1 km 고도까지는 약 50 sr 정도의 일

정한 값을 보이다가, 에어러솔 후방산란계수와 에어

러솔 소산계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1.1 km

이상 고도에서 라이다 비 역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약

1.6 km 고도에서 약 82 sr에 이르는 큰 값을 보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라이다 비의 경우 입자의 크기

나 모양 그리고 구성 성분(종류)에 영향을 받기 때문

에 본 사례의 경우 약 1.1 km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에어러솔이 존재함을 유추 할 수 있다.

에어러솔 종류에 따른 라이다 비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Table 2), 본 연구에서 산출한 라이다 비(약 50

~82 sr)가 오염입자가 우세한 도시 지역 관측 결과와

유사하나, 황사 시의 관측 값에 비해서 큼을 볼 수 있

다. 위성탑재 라이다 CALIPSO의 경우, 육지 위의 오

염 에어러솔(polluted continental aerosol)과 황사

(mineral dust)에 대한 에어러솔 소산계수 산출 시 70 sr

과 40 sr의 라이다 비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Omar et

al., 2004). 

Fig. 2는 2009년 7월 31일에 관측된 결과로, 탄성

채널의 거리 보정된 후방산란강도를 보면 1000 UTC

까지는 간간히 구름(fractional cloud, 붉은 색)이 존재

하였으나, 이후 라만 채널 신호를 분석한 시간(1300

~1,600 UTC; 붉은 점선 박스)을 포함하여 약 1,700

UTC까지는 에어러솔이 지표면부터 약 4 km 고도까

지 분포함을 볼 수 있다. 앞의 7월 22일 사례(Fig. 1)

와 비교하여 볼 때, 7월 31일에는 지표면 수 백 미터

까지 강한 후방산란 신호를 보이는 야간의 대기 경계

층이 존재하고, 위쪽으로는 비교적 잘 혼합된 에어러

솔층이 존재하고 있다. 에어러솔층의 입자 편광도는

Fig. 1. (a) Time-height cross section of range-corrected backscattering intensity (upper panel, arbitrary unit) and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at 532 nm (lower panel) measured from elastic channel on July 22, 2009; (b) vertical profiles of aerosol

backscatter coefficient (black dashed line, left panel) and extinction coefficient (red solid line, left panel) at 532 nm observed

from Raman channel (left panel), particle depolarization ratio at 532 nm from elastic channel(dot-dashed line, right panel) and

lidar ratio at 532 nm from Raman channel (green solid line, right panel). The profiles given in (b) were retrieved/averaged from

Raman/elastic measurements from 1200 UTC to 1500 UTC on July 22, 2009 [see the red dashed box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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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사례와 동일하게 약 0.05(즉 5%) 보다 작은

값으로, 대부분 구형의 입자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

다. 주간에 관측된 선포터미터를 통해 관측된 에어러

솔 광학적 두께는 약 0.88, 옹스트롬 지수는 약 1.18

~1.45 정도로, 앞의 사례와 동일하게 라이다의 편광도

값과 선포터미터 관측으로부터 산정된 옹스트롬 지수

를 통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둥근 인위적 오염물

질이 우세히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7월 31일 1300 UTC부터 1600 UTC까지 라만 채널

을 통해 측정된 에어러솔 후방산란계수와 에어러솔

소산계수의 프로파일을 보면(Fig. 2b), Fig. 2a에서 언

급하였듯이 지표면 부근에서 에어러솔 후방산란계수

와 에어러솔 소산계수의 최대값이 나타났으며, 약

0.7 km부터 3.9 km 고도에서는 0.0035 ± 0.001 km-1 sr-1

가량의 에어러솔 후방산란계수와 약 0.12 ± 0.02 km-1

의 에어러솔 소산계수가 관측되었다. 라만 채널 분석

시간 동안 관측된 입자의 편광도는 약 0.025(즉, 2.5%)

이하로 구형에 가까운 입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라이다 비는 약 40에서 60 sr의 범위에서 관측되었으

며(평균: 50.3 ± 8.2 sr), 이는 앞의 7월 22일 사례에 비

해 낮은 값이지만 Table 2에 제시된 바처럼, 오염 에

어러솔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한다. 

4.2. 황사 사례

본 장에서는 2009년 10월 20일과 2010년 3월 15일

관측된 황사 사례에 대한 라만-탄성 라이다 관측 결

과를 제시하고, 앞의 4.1에서 언급한 오염 기간의 결

과와 비교 논의하였다. 

Fig. 3은 2009년 10월 20일 관측 결과로, 기상청이

가을 황사 현상을 공식 보고한 날이다. 기상청 관측

소(관악산)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PM10)를 보면,

10월 19일 1900 UTC를 기점으로 100 µg/m3를 기록

Table 2. Comparison of lidar ratio at 532 nm for Asian dust and pollution aerosols.

Aerosol type Lidar ratio (sr) Location Reference

Dust

42~55 Tokyo, Japan Liu et al., 2002

50.4 ± 9.4 Tokyo, Japan Murayama et al., 2003

43.1 ± 7.0 Tokyo, Japan Murayama et al., 2004 

45.5 ± 8.6 Anmyeon, Korea Noh et al., 2007 

38.3 ± 9.8 Beijing, China Xie et al., 2008 

31 ~ 33 Seoul, Korea This Study 

Pollution

48.1 ± 14.3 Tokyo, Japan Murayama et al., 2004 

50~60 Pearl River Delta, China Ansmann et al., 2005 

44~61 Beijing, China Xie et al., 2008 

50~82 Seoul, Korea This Study 

Fig. 2. Same as Fig. 1, except for July 31, 2009 in (a) and from 1300 UTC to 1600 UTC on July 31, 2009 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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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점차 증가하여, 10월 20일 00시 무렵에는 약

351 µg/m3까지 관측되었다. 이후 점차 농도가 감소하

였으나, 10월 20일 1000 UTC까지 100 µg/m3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관측되었다. 라이다 탄성 채널을

통해 관측된 후방산란강도와 입자 편광도의 연직 분

포 일변화를 보면(Fig. 3a), 지면에서의 미세먼지농도

변화 경향과 유사하게 10월 20일 1200 UTC까지 강

한 후방산란 신호가 지표면부터 약 1~1.4 km이하 고

도에서 관측되었다. 이 에어러솔층의 입자 편광도는

0.1~0.2 (10~20%)의 범위에서 관측되었으며, 이는 Kim

et al. (2010)이 본 연구에 사용된 동일 라이다를 이용

하여 2006년 4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관측된 황

사 사례(14번)를 분석하여 보고한 황사층의 입자 편

광도(10~20%, 평균 13.6%)와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10월 20일 주간에 선포터미터를 통해 관측된 옹스트

롬 지수의 범위가 0.07~0.39(에어러솔 광학적 두께 ~

0.29)로, 이를 10% 이상의 큰 값을 보인 라이다 입자

편광도 자료와 함께 고려하면 오염입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비구형의 큰 입자가 에어러솔층에 우세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표면 부근의 황사층과 별개의 황사층이 약

0600 UTC부터 약 2~3 km 고도에서 관측되었으며, 입

자 편광도는 약 0.15 정도였다. 본 사례에서 라만 채

널 분석은 상층에 떠 있는 황사층(elevated Asian dust

layer)이 존재하고, 지표면 부근에는 약한 후방산란을

보이는 황사층이 존재하는 1100~1400 UTC(Fig. 3a의

붉은색 박스)의 측정 자료에 대해 이루어졌다(Fig. 3b).

라만 채널로부터 구한 에어러솔 후방산란계수와 에어

러솔 소산계수의 프로파일 역시 이러한 황사층의 존

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약 1.7~3.2 km 고도에 존재하

는 황사층의 에어러솔 소산계수와 후방산란계수는 각

각 0.157 ± 0.028 km-1과 0.005 ± 0.001 km-1 sr-1였다. 탄

성 채널에서 측정된 입자 편광도 역시 상층 황사층에

서 최대 0.13까지 증가하여 나타났다. 

상층 황사층의 라이다 비는 약 25에서 35 sr의 범

위에서 관측되었으며, 이는 4.1에 제시된 오염 사례에

비해 약 20~40 sr 가량 낮은 값이다. Table 2에 제시

된 기존의 황사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보고된 라이다 비가 조금 낮은 값을 보

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라이다 비를 상층 황사층

에 대해서만 구한 것으로, 만약 지표면 부근에서 황

사층에 대해 구한다면 황사 입자가 상대적으로 라이

다 비가 큰 오염물질과 혼합, 전체적으로 황사층의 라

이다 비가 커질 수 있다. 

Fig. 4는 2010년 3월 15일 봄철 황사의 관측 결과

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라이다 관측 지점과 인

접한 관악산 관측소에서 미세먼지 농도(PM10)가 1000

UTC에 약 185 µg/m3가 관측된 후, 1100 UTC부터는

300 µg/m3을 넘는 강한 황사가 관측되었다. 이는 탄성

채널의 거리 보정 후방산란강도와 입자 편광도 측정

자료에 잘 나타나고 있다(Fig. 4a). 0700 UTC 이전에

는 지면 부근에 구름층이 존재했고, 이후 0900 UTC

부터 에어러솔층이 약 1.5 km 고도 이내에서 지속적

으로 관측되었다. 특히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가 기

록되었던 1000~1300 UTC 무렵에는 강한 후방 신호

가 지표면 부근 수 백 미터 이내에서 관측됨을 볼 수

있다. 지면에서의 미세먼지 농도 및 후방산란신호의

변화 경향과 유사하게 입자 편광도는 0.1~0.2 (10~20%)

Fig. 3. Same as Fig. 1, except for October 20, 2009 in (a) and from 1100 UTC to 1400 UTC on October 20, 2009 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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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에서 관측되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가을 황

사 사례 및 Kim et al. (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황

사층의 라이다 비는 30~40 sr의 범위에서 관측되었다

. 한편, 0700 UTC 이전과 3 km 이상의 고도에서 관

측된 입자 편광도 값은 라이다 신호의 감쇄에 따라

증폭된 노이즈에 따른 것으로 해석 시 제외해야 함을

밝힌다.

4.3. 라이다 비와 편광소멸도, 옹스트롬 지수와의 관계

Fig. 5는 앞에서 언급한 오염 및 황사 사례시의 라

이다 비와 탄성채널 두 파장의 신호 비율(Color Ratio;

CR) 그리고 입자 편광도와의 관계를 그린 것이다. 여

기서 각 자료는 앞의 4.1과 4.2에서 보여준 연직 프로

파일 사용된 120 m 연직 평균된 값 중 에어러솔층에

해당되는 값만을 선택하여 그린 것이다. 두 그림에서

황사와 오염 시기의 측정 자료가 크게 대별됨 볼 수

있다. CR의 경우 에어러솔의 상대적인 크기를 추정

할 수 있는 변수로, 작은 입자의 에어러솔이 지배적

일 때 작은 값을 갖고 큰 입자의 에어러솔이 지배적

일 때에는 큰 값을 갖는다. 따라서, 황사의 경우 라이

다 비가 오염 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나, CR은

크기 때문에 Fig. 5의 좌측 그림과 같이 오염과 황사

Fig. 5. Scatterplot of lidar ratio and color ratio (left panel) and lidar ratio and depolarization ratio (right panel) for selected

pollution and Asian dust days.

Fig. 4. Same as Fig. 1, except for March 15, 2010 in (a) and from 1400 UTC to 1700 UTC on March 15, 2010 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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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자료가 나뉘어진다. 한편, 앞에서도 언급하였

듯이 입자 편광도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구형 입자

에, 값이 커질수록 비구형 입자임을 유추할 수 있다

(Kim et al., 2010). 오염 에어러솔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형에 가깝기 때문에 편광도가 작고, 라이다 비는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Fig. 5의 우측 그림과 같이 황사

와 쉽게 대별된다. 즉, 라만-탄성 라이다를 통해 얻은

라이다 비, 입자 편광도, 그리고 CR은 선포터미터를

통해 관측된 에어러솔 광학적 두께-옹스트롬 지수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대기 기주에 존재하는 오염 및 황

사를 구별하는 지시자(indicator)로 활용 가능하다.

4.4. 탄성 및 라만 채널에서 산출된 에어러솔 소산

계수 프로파일 비교

Fig. 6은 탄성 채널과 라만 채널로부터 산출한 에어

러솔 소산계수 프로파일을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사례

에 대해 비교하여 그린 것으로, 붉은 색 점선은 탄성

산란 신호의 해석 방법으로 50 sr의 라이다 비를 적용

하여 산출한 에어러솔 소산계수 프로파일이며, 푸른

색 실선은 라이다 비에 대한 가정 없이 라만 산란 신

호로부터 직접 산출한 에어러솔 소산계수 프로파일이

다. 탄성 및 라만 채널을 통해 구한 결과를 보면, 에

어러솔층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에어러솔 소

산계수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고도가 수 십 미터에서

크게는 백 미터 가량의 차이가 난다. 이는 라만 산란

신호와 탄성 산란 신호의 다른 연직해상도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탄성 및 라만 채널을 통해 독립적으로 산출

한 에어러솔 소산계수 값을 비교하여 보면, 각 사례

에 따라 비교적 잘 일치하기도 하고(Fig. 6b), 차이가

0.05 km-1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우(Figs. 6a와 6c)

도 있다. 이러한 값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탄성

산란 신호 분석 시 황사 및 오염 에어러솔 구분 없이

위의 4가지 사례 모두 일괄하여 라이다 비를 50 sr을

적용한 것에서 우선 찾아볼 수 있다. 탄성 신호를 해

석하는 라이다 방정식을 보면(Yoon et al., 2008), 라

이다 비와 에어러솔 소산계수는 비례 관계에 있어 라

이다 비가 커지면 산출된 에어러솔 소산계수 역시 커

지게 된다. Yoon et al. (2008)에 의하면, 라이다 비가

± 10 sr과 ± 20 sr 변화하면 에어러솔 소산계수는 각각

약 ± 15~17%와 ± 31~35% 가량 변화한다. 한편, 라만

채널을 통해 측정된 에어러솔 소산계수의 정확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In-situ 장비를

이용한 항공 관측 자료(예, Doherty et al., 2005) 등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라이다 비 측정 자료가 있

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료가 없어 본 연구

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였다. 

이러한 탄성 산란 신호 해석을 통한 에어러솔 소산

계수 산출 시 라이다 비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사례에서 라만 채널로부터 관측한 라이다 상

수를 탄성 산란 신호 분석에 사용하였다. Fig. 6의 각

사례 프로파일에 라만 채널로부터 구한 에어러솔층의

Fig. 6. Comparison of aerosol extinction profiles derived from elastic channel (red dashed line) with a constant value of lidar

ratio (50 sr) and from Raman channel (blue solid line) on (a) July 22, 2009 (b) July 31, 2009, (c) October 20, 2009, and (d)

March 15, 2010. The purple envelope represents elastic-channel aerosol extinction profiles, which calculated with the lidar

ratio (LR) (mean ±1 s.d.) derived from Raman channel for the aerosol layer (see the red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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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 상수가 ‘LR =평균 ±표준편차’로 주어져 있으

며, 이를 통해 구한 결과가 자주색 프로파일이다. 

우선 Fig. 6b (2009년 7월 31일 오염사례)를 보면,

라만 채널을 통해 측정된 라이다 상수가 50 ± 8 sr로

기존의 50 sr로 가정하였을 때와 차이가 없어 에어러

솔층에서의 에어러솔 소산계수 편차(bias)가 0.003 km-1

로 작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탄성과 라만 채널에서

산출한 에어러솔 소산계수는 약 0.8 km 부근에서 급

격히 값이 줄어드는 고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값

뿐만 아니라 연직분포도 잘 일치하고 있다. 같은 오

염사례로 분류된 2009년 7월 22일의 경우(Fig. 6a), 라

만 라이다를 통해 측정한 에어러솔층(0.8~1.7 km 고도)

의 라이다 비가 72 ± 12 sr로, 탄성 산란 시 적용했던

50 sr보다 큰 값이다. 라이다 비 50 sr를 탄성 채널에

적용한 경우 라만과 탄성 채널로부터 산출된 에어러

솔 소산계수의 차이가 에어러솔 층에서 약 0.130 km-1

로 나타났다. 그러나, 라만 채널에서 구한 라이다 비

72 sr를 사용한 경우, 탄성 채널로부터 산출된 에어러

솔 소산계수 값이 크게 증가하여 약 0.8~1.7 km 고도

의 상층 에어러솔층에서는 라만 채널의 관측 값과 탄

성 채널 계산 값이 잘 일치하였다. (편차: 0.020 km-1).

그러나, 0.6 km 이하에서는 라만 채널로부터 얻은 라

이다 비를 탄성 채널 해석에 적용한 경우 에어러솔

소산계수 값이 제일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라만 채

널에서 구한 라이다 비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상층

에어러솔층에 대해 구한 것이기 때문에 지표면 부근

의 하층 에어러솔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된 라이다 비

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황사 사례의 경우, 라만 채널에서 구한 라이다 비

가 31 ± 3 sr (Fig. 6c)과 33 ± 2 sr (Fig. 6d)로 기존의

탄성 산란 신호 해석에 적용한 라이다 비인 50 sr 보

다 작은 값이다. 따라서, 라만 채널에서 얻은 라이다

비를 탄성 채널 해석에 적용한 경우 에어러솔 소산계

수 값이 크게 작아져, 황사층에서도 라만 채널의 값

보다 작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

으로는 라만 채널에서 산출한 에어러솔 소산계수가

실제보다 작게 계산되었거나, 에어러솔 후방산란 계

수가 과대 계산되어 궁극적으로 라이다 비가 실제 값

보다 작게 산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식 5

참고).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라이다의 레이저 에너

지(Table 1)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라만 라이다에 비

해 약한 편이며, 탄성 산란에 비해 그 산란 강도가

1000 배 이상 약한 라만 산란을 황사기간과 같이 대

기 중에 많은 입자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측정하는

경우, 이러한 황사 입자에 의해 후방 산란되어 오는

라만 신호의 감쇄(attenuation)로 인해 충분한 신호를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또한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라만과 탄성 신호의 동시 관측이 가

능한 라만-탄성 라이다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관측한

오염 및 황사기간의 에어러솔 연직 분포 특성과 라이

다 비를 분석하였다. 지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관

측되지 않았지만, 라이다 관측 자료를 통해 볼 때 대

기경계층을 포함하여 대류권 하부에 두터운 에어러솔

층이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 오염사례로 명명한 2009

년 7월 22일과 7월 31일의 경우, 에어러솔층이 각각

약 1.7~1.8 km와 4 km 고도 이하에서 존재하였으며,

입자 편광도(< 5%)와 선포터미터의 옹스트롬 지수

(> 1.2)로 볼 때, 크기가 작고 구형에 가까운 오염 에

어러솔이 우세히 존재하였다. 라만 채널을 통해 산출

한 라이다 비가 에어러솔층에서 각각 52~82 sr와 40

~60 sr의 범위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보

고된 오염입자가 우세한 도시 지역 관측 결과와 유사

하다.

지상 미세먼지 농도(PM10)가 약 351 µg/m3까지 관

측된 2009년 10월 20일 가을황사 사례의 경우, 지표

면부터 약 1~1.4 km 이하 고도에서 상대적으로 비구

형(입자 편광도: 10~20%)의 큰 입자(선포터미터 옹스

트롬 지수: 0.07~0.39)로 이루어진 에어러솔층이 관측

되었으며, 상층에 떠 있는 황사층(elevated Asian dust

layer)의 라이다 비는 약 25에서 35 sr의 범위에서 관

측되었다. 2010년 3월 15일 봄철 황사의 경우, 지표

면부터 약 1.5 km 고도 이내에서 황사층(입자 편광도

: 10~20%)이 존재하였고, 황사층의 라이다 비는 30~

40sr의 범위에서 관측되었으며, 황사시의 라이다 비가

오염 사례에 비해 대략 20~40 sr 가량 낮은 값이었다.

황사와 오염기간의 라이다 비, 탄성채널 두 파장의

신호 비율(Color Ratio; CR) 그리고 입자 편광도 관측

값의 비교를 통해 황사의 경우 라이다 비가 오염입자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나, CR과 입자 편광도는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오염입자와 쉽게 대별됨을 알

수 있었다. 

탄성 채널 측정 자료를 이용한 에어러솔 소산계수

산출 시 일괄적으로 라이다 비 50 sr을 적용한 결과,

사례에 따라 비교적 잘 일치하기도 하고(2009년 7월

31일), 차이가 0.05 km-1 이상으로 크게(2009년 7월 22

일, 2010년 3월 15일) 나타나기도 했다. 각 사례에서

라만 채널로부터 관측한 라이다 비를 탄성 산란 신호

분석에 사용한 결과, 2009년 7월 31일 오염사례의 경

우, 라만 채널을 통해 측정된 라이다 상수가 50 ± 8 sr

로 기존의 50 sr로 가정하였을 때와 차이가 없어 결과

적으로 에어러솔 소산계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같

은 오염사례로 분류된 2009년 7월 22일의 경우, 라만

라이다를 통해 측정한 에어러솔층(0.8~1.7 km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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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 비가 72 ± 12 sr로, 탄성 산란 시 적용했던 50 sr

보다 큰 값이므로, 이 값을 적용하여 계산한 에어러

솔 소산계수 값은 크게 증가하였다. 황사 사례의 경

우, 라만 채널에서 구한 라이다 비가 31 ± 3 sr (2009

년 10월 20일)과 33 ± 2 sr (2010년 3월 15일)로 기존

의 탄성 산란 신호 해석에 일괄 적용한 라이다 비인

50 sr 보다 작은 값이었다. 라만 채널에서 얻은 라이

다 비를 탄성 채널 해석에 적용한 경우 에어러솔 소

산계수 값이 크게 작아져, 황사층에서도 라만 채널의

값보다 작은 값을 보였다. 미산란 라이다 측정자료부

터 에어러솔 소산계수 산출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서는, 향후 장기간의 안정적인 라만 라이다 관측을 통

해 동북아시아 주요 에어러솔 종류(타입)에 따른 라

이다 비의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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