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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upgraded to utilize a novel method for combining the analog to digital converter and
photon-counting measurements for backscatter photon signal of lidar. We have and improve the standard
combining method for determination of those conversion factors between analog to digital converter data
and photon-counting data measurement which is conducted dead time correction. The combining method
and dead time correction method presented here has been successfully applied to experimental data
obtained in Gwang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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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에어로졸의 광학적 특성 분석을 위한 라이다 시스템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새롭게 개발

한 신호 수신 시스템을 설명하고자 한다. 광주과학기술원의 라이다에 아날로그 방식과 광자계수 방식을 통

합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에어로졸 후방산란 신호를 동시에 관측 가능한 수신단을 개발하였다. 관측된 두 신

호 결합을 위해 접합 알고리즘을 고안하였고, 신호 결합에 앞서 광자계수 방식 신호의 Pile up효과를 보정하

기 위해 부동시간(Dead time)을 계산하여 보정하였다. 관측 신호 분석을 통해 아날로그 방식 신호, 광자계

수 방식 신호, 접합신호 그리고 부동시간 보정에 따른 차이점을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에어로졸 후방산란계

수를 산출하여 상호 비교 및 정확성 향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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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 구성 물질 중에서 에어로졸의 구성 비율은 매우

적지만, 대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류

를 타고 다양한 고도로 전지구적 범위까지 이동하여 지

구 복사, 구름 생성, 강우 변화와 같은 기후적 요소에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Ramanathan and

Carmichael, 2008; Susan, 2007). 따라서 기후변화에 에어

로졸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 에

어로졸의 시공간적 분포 및 광학적 특성에 대한 보다 정

확한 측정과 관측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라이다 기술은

대기 에어로졸의 고도별 분포 뿐만 아니라 광학적 특성

을 실시간 연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주요한 관측 장비

이다(Ansmann et al., 1992; Müller et al., 2007a).

라이다 기술은 레이저(laser)를 통해 광원을 방출하는

송신단과 에어로졸이나 공기분자로 인해 후방산란

(backscattering)된 광신호를 검출하는 수신단으로 구성

되어 있다. 수신단은 망원경을 통해 후방산란 신호를 수

집하고, 수집된 신호를 파장에 따라 구분하는 광학계와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검출계로 나눌 수 있

다. 검출계의 PhotoMultiplier Tube (PMT)는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입사된 후방산란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전

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생산된 전기적 신호를

저장하기 위해 관측 채널에 따라 아날로그(Analog to

Digital) 방식 또는 광자계수(Photon Counting) 방식이 이

용된다(Althausen et al., 2009).

라이다 시스템에서 탄성산란(elastic scattering) 채널과

같이 신호의 세기가 강한 경우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한

다. 이는 아날로그 방식 특성상 변화폭이 큰 신호의 감지

에 용이한 반면, 신호의 변화폭이 작고 미약한 상층고도

의 후방산란 신호와 라만산란(Raman scattering) 신호를

검출할 경우 신호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가 매우

낮아 검출한계에 쉽게 도달하기 때문이다(Mitev et al.,

2005). 이와 달리 광자계수 방식은 탄성산란 신호에 비

해 상대적으로 신호세기가 약하고 변화폭이 작은 라만

채널이나 먼거리 측정에 사용된다(Althausen et al., 2000;

Müller et al., 2007b; Murayama et al., 2004). 광자계수 방

식은 높은 민감도, 고분해능, 안정성을 보이며 신호 대

잡음비가 높은 검출 방식이기 때문이다(Althausen et al.,

2000). 하지만 광자계수 방식에서 세기가 강하고 변화폭

이 큰 근거리의 후방산란 신호를 수신할 경우 신호 유도

잡음 효과(Signal induced noise 또는 Pile up)에 의해 전기

적인 신호가 중첩되고 쌓이게 되어 실제 신호와 관측 신

호간 비선형적인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Donavan.,

1993). 이러한 강한 신호로부터 광자계수 방식의 신호

왜곡 현상을 줄이기 위해 PMT 전단부에 후방산란 신호

의 양을 물리적으로 줄여주는 감쇠 필터(neutral density

filter)가 과도하게 필요 하게 된다. 여기서 많은 양의 감

쇠필터는 라이다 신호의 최대 관측 고도를 낮추고, 자료

분석에 필요한 최소 관측 시간을 증가 시키기 때문에 관

측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아날

로그 방식과 광자계수 방식은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어 관측 사용되는 채널에 제한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아날로그 방식과 광자계수 방식 각각

의 검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과학기술

원 라이다 시스템(Noh et al., 2009; Shin et al., 2013)에 두

검출 시스템을 동시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검

출된 각각의 신호를 접합하는 알고리즘을 고안하여 개

발된 시스템의 유효성을 확인 하였다.

2. 연구방법

1) 라이다 시스템

본 연구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35.22˚N, 126.84˚E)

캠퍼스에 설치된 다파장 라만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하

였다. 라이다의 광원으로 1064 nm 파장의 Nd:YAG레이

저를 사용하여 2차 조화파인 532 nm 와 3차 조화파인

355 nm 파장의 빔을 생성하고, 하나의 광경로에 3 파장

의 빔이 동시에 진행 되도록 하였다. 송신부는 빔 분리기

(beam splitter)와거울(mirror)를통해하나의경로로조사

된레이저빔을파장에따라구분하였다. 빔확대기(beam

expender)를 이용하여 빔의 직경을 9 mm에서 45 mm로

확대하고 빔의 퍼짐도(beam divergence)를 조절하였다.

확대된 레이저 빔은 빔 분리기를 통해 다시 하나의 광경

로로 결합하여 대기중으로 조사 시킨다.

조사된 레이저 빔은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들과 에어

로졸에 의해 후방산란되어 다시 관측자 위치로 되돌아

오게 된다. 후방산란 신호 수신을 위해 Schmidt Casse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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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14인치망원경을사용하였다. 망원경을통해수신

된 후방산란 신호는 핀홀을 통과한 후 시준기(collimator)

를 거쳐 광학계 크기에 적합한 직경 20 mm의 평행광 성

분으로 만들어 진다. 이후 평행광 형태의 후방산란 신호

는 각각의 파장영역에 적합한 빔분리기를 통해 파장영

역별로 나누고, 간섭필터(interference filter)를 거쳐 특정

파장으로 선별된다. 선별된 파장의 후방산란 신호는 렌

즈를 통해 하나의 초점으로 집약시켜 PMT에 입사되고,

PMT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킨다.

광주과학기술원의 라이다가 보유한 관측 채널은 에

어로졸과 대기 분자에 의해 후방 산란된 355, 532 nm(편

광채널: Parallel and Vertical) 그리고 1064 nm탄성산란 신

호와 질소 (N2)에 의해 라만 산란(Raman scattering)된

387, 607 nm 파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 532 nm 채널에 아날로그 수신기(analog to digital

converter)와 광자 계수기 모듈(Photon-counting module)

을 동시에 설치하여 관측을 실시 하였다.

2) 아날로그 방식과 광자계수 방식 수신 시스템 설치
및 신호 접합 (Gluing) 알고리즘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PMT 후단에 아날로그 변환

기 와 광자계수기 모듈을 설치하고, 대기 에어로졸 관

측을 통해 두 신호 접합 알고리즘을 고안해 (Fig. 2) 적용

한 후 신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날로

그 수신기는 20 MH, 12 bit이고, 광자 계수기는 250

MHz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증폭기(amplifier)는 각각의

검출기 전단에 독립적으로 설치되고, PMT에서 생산된

전기적 신호를 검출 범위에 적합한 형태로 증폭하도록

하였다. 아날로그 방식은 신호 세기에 따라 연속적인 전

기 신호 값을 출력하는 반면, 광자계수 방식은 판별기

(Discriminator)를 통하여 배경 잡음을 제거한 후 일정 범

위의 신호만을 검출하여 신호의 빈도수만을 기록하게

된다. 본연구에서는판별기범위는Whitman et al.(1992)

과 Donovan et al.(1993) 연구를 바탕으로 0.6을 사용 하

였다.

Fig. 2는 저장된 신호 결합을 위한 순서를 도식화 하여

나타내었다. 아날로그 방식과 광자계수 방식의 회로 구

성 차이로 인해 검출 시간에서 오차를 발생시키는 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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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gluing signal.

Fig. 1. Circuit configuration of analog to digital converter and photon counting module.



shift 현상이 발생한다(Sharma et al., 2009). 이러한 시간

차이는 신호 접합을 할 경우 접합 고도 선정에 오류를 야

기하기 때문에 보정과정이 필요하다.

광자계수기 방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MT에 입

사되는 후방산란 신호의 양이 많을 경우 초기 강한 신호

가 다음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Pile up 효과를 발생시켜

실제 신호보다 관측 신호 값이 적게 기록되는 부동시간

(Dead time) 현상이 발생한다 (Donovan et al., 1993). 실제

신호와 관측 신호간 선형적 구현을 위해 광자계수 방식

에 부동시간 보정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광자계수방식은선행연구Whiteman et al.(1992)의방법

을 통해 4.3 ns부동시간을 확인하였다. 부동시간 보정을

위해 본 연구의 광자 계수기에 Nonparalyzable dead time

system(Sharma and Walker, 1992) 방법을 적용한 후 다음

과 같은 보정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N =                                 (1)

여기서N은광자계수기가획득한신호그리고 S는실

제 PMT로 입사된 신호 그리고 τ는 시스템의 부동시간

을 나타낸다. 위 식(1)의 변환을 통해 실제 신호 S를 다음

식으로부터 직접 구할 수 있다.

                              S =                                 (2)

단 S × τ 는 1이상을 넘지 않으며, S < τ 의 조건일 경우

에 성립한다(Schätzel, 1986).

광자계수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을 통한 두 신호 결합

을 위해서 다음의 식을 활용하였다.

 [PC(zi) _ {a × ADC(zi) + b}]2 = Gluing Signal   (3)

여기서PC는 광자계수 방식 신호, zi는 라이다 고도 그

리고 ADC는 아날로그 방식 신호를 나타낸다. 상수 a, b

는 접합 영역의 두 신호간 상호 기울기와 편차를 나타낸

다. 접합영역은 각각의 신호가 선형적 관계를 유지하는

구간에 설정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532 nm 채널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

라만 방법(Ansmann et al., 1990)을 이용하여 라이다비

(lidar ratio: extinction to backscatter ratio) 가정 없이 에어

로졸의 소산계수(extinction coefficient) 산출 후 후방산란

계수(backscattering coefficient)를 직접 산출하였다. 또한

관측 지점으로부터 약 10 km 떨어진 광주공항에서 하루

4차례 03:00, 09:00, 15:00, 21:00 관측중인라디오존데자

료를 활용하여 분자 산란을 고려 하였다.

3. 결 과

Fig. 3은 2011년 4월 11일 10시 30분부터 11시(UTC)

까지 532 nm 채널을 통해 아날로그 방식과 광자계수 방

식을동시사용하여관측한후방산란신호를나타낸 Fig.

이다. 회색으로 표현된 아날로그 방식의 신호는 앞서 언

급한 Bin shift 현상이 발생하여 파란색으로 나타낸 광자

계수 방식 신호와 448 ns 시간 간격이 발생 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거리로는 약 67.2 m로써 이러한 시간 차

이는 에어로졸 고도 분포 파악에 오차를 유발하고 두 신

호 접합시 접합고도 선정에 오차를 발생시켜 에어로졸

의 광학적 특성 분석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Bin

shift 보정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트리거(Trigger) 신

호와 비교해 초기 신호의 기준을 정한 후, 보정과정을 수

행하여 아날로그 신호와 광자계수 신호의 기울기를 일

치시켰다.

S
1 + S × τ

N
1 _ N × τ

n
Σ
i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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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dar profile of the analog signal (gray line) and the
photon counting signal (blue line). The bin shifted analog
signal about 448 ns (red line) will result in a much more
perfect match with photon counting signal than raw
analog signal.



Fig. 4는 2011년 4월 11일 10시 30분부터 11시(UTC)

까지 532 nm 채널에 아날로그 방식과 광자계수 방식을

통해 관측한 후방산란 신호의 연직 프로파일을 거리 보

정하여지상부터 10 km 고도까지를나타내었다. Fig. 4(a)

에서 아날로그 방식은 대기 경계층(2.7 km) 이상에서 고

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중 공기분자의 밀도가 낮아져

공기분자에 의한 후방산란신호가 약해 짐에도 불구하

고, 후방산란신호가증가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이는

아날로그 방식이 후방산란 신호가 약한 상층대기에서

잡음과 신호를 구별하지 못하여 신호대 잡음비가 급격

히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광자계수 방식의 경우, 관측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공기분자의 후방산란 신호를 정확히 검출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Donovan et al., 1993).

Fig. 4(b)에서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 관측된 후방산란

신호는 약 0.2 km 고도에서 가장 큰 수치를 보이고, 고도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광자계수 방식의 후방산란 신호는 지상에서 약 0.4 km

고도에서 최대값을 보이고,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감소하는 기울기에 있어 아날로

그 방식의 경우 보다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광자계수 방식의 신호가 포화 (saturation)되는 약

10 MHz(고도 0.1 ~ 0.6 km 구간) 이상 구간에서 왜곡현

상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광자계

수 방식과 부동시간 보정 광자계수 방식간의 신호를 살

펴보면, 2 MHz 이하의 영역에서(고도 2.0 km 이상) 두

신호가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은반면, 2 MHz 이상(고

도 0.2 ~ 2.0 km)에서 큰 차이를 보여 0.4 km 고도에서

최대 27 % 차이를 보였다.

아날로그 방식과 광자계수 방식의 신호 접합을 위해

광자계수 방식은 0.5 ~ 20 MHz 구간과(Sharm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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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n counting (blue line), dead-time corrected photon counting signal (green line) and analog signal (red line) from 532 nm
elastic scattering channel. The gluing fitting region is shown in gray from 1.2 km to 2.5. The time averaging of the data is from
1030 to 1100 (UTC) on 11 May 2011 during nighttime.

Fig. 5. Comparison of analog and photon counting data with
(green line) and without (blue line) dead time correction
(DT corr.).



2009; Whiteman, 2003) 아날로그 방식은 잡음 발생 영역

이전 구간을 동시에 충족하는 고도 1.3 ~ 2.5 km(Fig. 4

의 회색 영역) 에서 이루어 졌다. Fig. 5는 접합구간에 광

자계수 방식의 부동시간 보정 유무에 따른 두 신호간 선

형성을 나타낸 그림으로 식(3)의 기울기 a와 절편값 b의

변화 보여 준다. 부동시간을 보정하여 접합한 경우 기울

기가 86.33, 절편 값이 0.15 이고, 보정하지 않은 경우 기

울기가 81.09 절편 값이 0.17로 기울기에 있어 9 % 차이

를 나타냈다. 여기서 부동시간 보정을 실시한 경우가 두

신호의 상관성에 있어 선형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시간 보정이 두 신호간 공통영역 비율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이상적 신호(linear response region)에 더 가까

워져 분석의 정확성을 향상 시켰음을 알 수 있다.

Fig. 6은 2011년 4월 11일 10시30분부터 11시 (UTC)

사이 아날로그 방식, 광자계수 방식 신호, 그리고 접합

신호의 경우 광자계수 방식에 부동시간 보정 여부에 따

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산출한 532 nm 파장의 에어로

졸 후방산란계수를 나타내었다. Fig. 6(a)는 지상에서 6

km 고도 까지의 에어로졸의 광학적 수치를 나타내었고,

(b)는 그래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고도 0.5 ~ 1.4

km 구간을 나타내었다.

Fig. 6(a)을보면 4 km 고도이하영역에서아날로그방

식으로 산출한 후방산란계수가 다른 방식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보였고, 4 km 고도 이상에선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날로그 방식이 4 km 고도 이상에서

후방산란 신호와 잡음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다. 이로 인해 후방산란계수 산출에 필요한 참조

고도 설정 시 잡음으로 인해 기준 값이 보다 높게 설정되

어 에어로졸이 존재하는 고도의 수치까지 모두 왜곡시

키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6(b)를 살펴보면, 광자계수 방식으로 후방산란계

수를 산출한 경우, 0.9 km 고도 이하에서 고도가 낮아질

수록 실제 에어로졸의 소산계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포화 현상으로 인해 증가 정도가 낮게 산

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접합신호의 경우

부동시간 보정한 접합신호와 무보정 신호간의 후방 산

란계수 값이 1.2 km 고도 이상 존재한 에어로졸 층에서

서로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1.2 km 고도 이

하 영역부터 부동시간 보정 접합신호가 높은 값을 나타

내며 두 신호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접합신호에서 광

자계수 방식에 부동시간 보정 여부에 따라 에어로졸 층

의 후방산란계수가 약 5 % 오차가 발생하였고, 후방산

란 신호가 강한 1.2 km 고도 이하에서 최대 8 %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시간 보정 접합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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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easurement between 1032 and 1100 UTC 11 May 2011. Comparison of aerosol backscatter profiles derived from elastic
channel; Photon counting is black line; Analog signal is gray line; Dead time corrected signal is blue line; Nondead time corrected
signal is red line (thin line with error bar).



후방산란 신호가 약한 상층 고도에서 광자계수 방식 관

측 값을 취하고, 신호가 강한 저고도에서 아날로그 방식

의 관측 값과 부동시간 보정 광자계수 방식 관측 값을 동

시 구현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후방산란계수를 산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라이다 시스템에서 후방산란 신호 검

출계에 아날로그 방식과 광자계수 방식을 동시 적용하

였다. 광자계수 방식 신호의 경우 부동시간 보정을 실시

한 후 신호간 접합을 실시 하였다. 또한 각각의 신호로부

터 후방산란계수를 산출하여 각 신호의 특징을 살피고

접합신호의 정확도 향상 정도를 확인 하였다.

후방산란계수 분석에서 아날로그 방식은 대기 경계

층 이내의 하층 대기에 존재하는 에어로졸 분포 파악에

용이한 반면, 잡음과 신호 구분의 어려움으로 인해 4 km

고도 이상의 상층 대기에 존재하는 에어로졸에서 경우

큰 오차가 발생하였다. 또한 참조고도 설정에 오차가 발

생 할 수 있음을 보였다. 광자계수 방식은 대기경계층 이

상의 상층대기 분석에 적합하지만, 에어로졸에 후방산

란 신호가 강해지는 1.2 km 고도 이하에서 고도가 낮아

짐에 따라 오차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접합신호는 아

날로그 방식과 광자계수 방식 각각의 단일 신호 만으로

산출된 값에 비해 정확한 관측 값을 보였으며, 광자계수

방식에 부동시간 보정하여 접합한 경우에 더욱 정확도

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대기 경계층 이내에서의 낮은 고도뿐

만이 아닌 상층대기에 존재하는 대기 에어로졸이 관측

시 더욱 정확한 에어로졸 분포 및 광학적 특성 값 산출을

위해서는 아날로그 방식과 광자계수 방식을 동시에 적

용하는 방식이 요구되며, 부동시간 보정 접합신호 분석

이 필수적임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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