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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라이다 국산화 핵심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라이다는 대기의 특성 변수들을 측정하는 중요한 원격 탐사장비이다. 특히, 라이다식 운고계

는 구름의 높이와 대기경계층을 측정하는 장비로, 국내에서도 150대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데 

전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기상용 라이다를 국산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레이저다이오드 기술, 공축 광학계 기술, 그리고 신호처리 기술을 개

발하였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적용한 라이다 장치 시제품을 개발하여 성능을 시험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라이다 장치 국산화를 위한 3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들이 적용된 라

이다식 운고계 시제품을 개발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 라이다의 광원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고체레이저를 대체하기 위한 레이저 다이오드 집속광

학계 설계 기술

- 라이다 장치에서 레이저빔의 송수신을 위한 공축 광학계 설계 및 개발

- 라이다 신호처리 기술로 운고/운량 측정 및 대기경계층 추출 알고리즘 기술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공축 라이다 기술과 라이다 시작품을 개발하여 

라이다 국산화 핵심기술을 개발하였다. 연구개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빔 추적 프로그램인 Zemax Pro를 사용하여, 레이저 다이오드 빔을 집속하고 대기 중에 

조사하는 광학계를 설계하고, 광학계의 수차특성 등 성능을 평가하였다.

- 대기 중에 산란하여 돌아오는 레이저빔을 집속하고 검출하는 수광광학계를 빔추적 프로그

램으로 설계하였다. 산란빔 집속 렌즈와 홀거울 등의 광학부품을 제작하여 라이다 시제품에 

적용하였다. 

- 대기 중에서 산란되어 돌아온 라이다 신호로부터 운고/운량과 대기경계층을 추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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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라이다 시작품 운영프로그램과 분석 알고리즘

을 합쳐 라이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결과는 레이저다이오드를 사용한 공축 라이다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신호처리 및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으로, 향후 라이다 장치의 국산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 결과

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에어로졸 라이다 적용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

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제 라이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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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Lidar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Lidar is an important remote system for atmospheric parameter sensing. Lidar 

ceilometer is used to measuring could height and boundary laser automatically. 

About 150 lidar ceilometer is used in domestic use, all of these lidar are 

imported from foreign company.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is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for localization lidar products, such as LD laser source, lidar 

co-axial optical system and data processing algorithm. A prototype of ceilometer 

lidar system was instrumented for investigating these technologies, finall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study, three technology was developed for commercialization of Lidar 

and a prototype of Lidar ceilometer was instrumented.  

- LD collimation optical system design technology as a substitute for 

DPSSL(Diode-Pumped Solid-State Laser) lidar light source

- Design and development of co-axial optical system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optics of lidar

- Development of data processing algorithm for measurement of cloud height 

and boundary layer

Ⅳ. Result of Project

The key technologies for co-axial Lidar with LD were developed for 

commercialization of ceilometer lidar. The summary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is bellows.

- Optical system of the LD collimation and LD transmitting system is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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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ay-tracing program Zemax Pro. The performance of the optical system is 

analyzed and optimized

- Optical system design of the Lidar receiving system is conducted by 

ray-tracing program Zemax Pro. The receiving lens and hole mirror were 

manufactured and applied to prototype lidar system

- Design and development of data analysis algorithm for measurement of cloud 

height and boundary layer of the atmosphere. The operation and analysis 

program for the lidar prototype is designed and developed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for 

Commercialization of lidar system, which can be used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mall lidar ceilometer and aerosol lidar. To extend the 

applicability of this study, more efforts are need for conducting additional 

development aerosol lidar technology to have higher quality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lida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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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라이다(Lidar)는 레이저빔을 조사하고, 대기 중에 산란되어 돌아오는 레이저빔의 특성

으로부터 기상이나 대기 상태를 파악하는 원격 측정 장비이다[1]. 구름과 에어로졸 관측

을 위한 목적으로 국내 현업에서 200여대 정도의 라이다가 운용되고 있지만, 전량 수입

에 의존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몇몇 기업에서 기상 라이다 장치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가 있어 왔지만, 외국의 선도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 및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져 국산

화를 못하고 있는 장비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기업체에서 어려워하는 라이

다 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라이다 광원 LD(Laser Diode) 사용 기술, 공축

(on-axis) 라이다 광학계 기술, 신호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라이다 장비 국산화에 기반

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3가지 목표로 라이다 국산화 핵심기술을 개발하였다.

 - 라이다 광원을 DPSSL에서 LD로 교체: DPSSL(Diode Pumped Solid State Laser) 보

다 가격이 1/3 이하인 LD(Laser Diode)를 라이다 광원으로 사용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LD를 레이저 광원으로 하는 기상 라이다 시제품을 설계하고 제작

하여, 기존의 DPSSL을 사용하는 라이다와 비교하였다.

- 공축(On-axis) 송수신 광학계 도입: 대기중에 송신되는 레이저빔의 광축과 대기중

에서 산란되어 돌아오는 빔을 측정하는 수신광학계의 의 광축을 일치하는 광학계를 개발

하였다. 이러한 광학시스템은 손수신 빔의 간섭으로 제작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송신광

학계와 수신광학계의 FOV(Field Of View)를 안정적으로 일치하도록 하여 안정성이 좋

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공축 라이다 광학계 및 부품을 설계하고, 라이다 시제품에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 대기경계층과 운저고도 자동 추출 알고리즘 개발: 마이크로펄스 라이다에서 대기경

계층과 운저고도를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라이다 시

제품 운영 프로그램에 합쳐 운영 및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18 -



- 19 -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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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축 라이다 광학계 설계

제2절 공축 LD 라이다 장치 설계 및 제작

제3절 굴절광학계 라이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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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축 LD 라이다 개발

제1절 공축 라이다 광학계 설계

다음 표는 독일의 Lufft 사와 핀란드의 Vaisala 사에서 출시하는 대표적인 라이다 운고계

(ceilometer)의 주요 사양을 분석한 것이다[2,3].

표 2-1. 대표적인 라이다 운고계 사양 비교 (독일 Lufft 사, 핀란드 Vaisala 사)

모델/제조사 CHM 15k / Lufft CHM 8k / Lufft CL31 / Vaisala CL51 / Vaisala

Laser

Nd:YAG 1,064nm

Bandwidth 0.1nm

Pulse length 1ns

Pulse energy  8uJ

Av. Power <50mW

PRF 5-7kHz

Div.< 0.3mrad

D 90mm, Class 1M

LD 910nm

Pulse length 100ns

Pulse energy  3 uJ

Av. Power <24mW

PRF 8kHz

Div. <0.5mrad

LD 12.0mW @910nm

±0.4mrad, ±0.7mrad

Pulse width 110ns

Pulse energy  1.2uJ

Peak11W

Av. Power 11mW

PRF 10kHz

LD 20.0mW @910nm

±0.15mrad, 

±0.25mrad

Pulse width 110ns

Pulse energy  3uJ

Peak27W

Av. Power 20mW

PRF 6.5kHz

Receiver

FOV 0.5(0.45)mrad FOV 1.1mrad

D100, F300

FOV 1.67(±0.83)mrad

(= 0.5/300/2)

D150, F450

FOV = 1.1mrad

(=0.5/450)

APD

Bandwidth 1nm

Sampling 100MHz

APD

Bandwidth 25nm

Sampling 30MHz

APD D0.5mm, 3MHz

Bandwidth 36nm 

@915nm

Filter 80% @913nm

APD D0.5mm, 3MHz

Bandwidth 36nm 

@915nm

Filter 80% @913nm

측정거리
분해능

5m ~ 15km

5m

5m ~ 8km

5m
1 ~ 7.5km 1 ~ 15km

치수
무게

500x500x1500

Weight 70kg

Weight 70 kg 

(130kg incl. 

packaging)

M: 620x235x200

T: 1190x335x325

12kg(sheild19kg)

M: 834x266x264

T: 1531

19kg(sheild27kg)

신호획득 Photon Counter
Analog detection 

16bit
Photon Counter Photon Counter

라이다 운고계는 측정범위가 15 km, 7.5 km (또는 8 km)로 나뉘는데, 측정범위가 15 

km 인 라이다는 광원으로 DPSSL 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측정범위가 7.5 km 인 라이다

는 광원으로 LD를 사용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다만 핀란드의 Vaisala 사의 CL51 제품

은 15 km 인 제품도 LD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LD를 광원으로 하고, APD와 광 계수기



- 22 -

(Photon counter)를 광검출기로 사용하여, 측정범위 7.5 km 급의 공축(On - axial) 라이다 

기술을 개발하였다.

공축 라이다의 송수신 광학계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a)의 경우는 LD의 발

산각이 작은 경우로, 별도의 집속렌즈(Collimation lens)를 사용하지 않고 LD 빔을 송신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LD 는 발산각이 크므로 그림 2-1 (b)와 같이 LD 빔을 집속 시킨 

후 송신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D 도 발산각이 커서, 그림 1(b)와 같이 LD에서 나온 

레이저빔을 별도의 렌즈로 집속 한 후, 수신 광학계를 지나 대기 중으로 송신하는 광학계 구

성을 사용하였다.

       

(a) LD의 N.A. 가 작은 경우           (a) LD의 N.A.가 큰 경우    

그림 2-1. 공축 라이다 송수신 광학계 기본 개념도

라이다의 광원으로는 펄스형 LD Module인 Laser Components 사의 L-Cube 9-40/200

을 사용하였다. LD의 파장은 905 nm 로 일반적으로 광검출기로 사용하는 APD(Avalanche 

Photo Diode)의 감도의 영역에 잘 맞고, 펄스 폭은 30 ~ 100 ns, 펄스 반복률은 5 kHz 로 

라이다에 적합하다. 그림 2-2는 Pulsed LD Module L-CUBE-9-40/200의 모습이고, 표 

2-2와 표 2-3은 이 LD 의 사양과 광학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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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L-CUBE-9-40/200 (Laser Component 사) 모습

Part Number L-CUBE-9-40/200-30/100 Dim.

Wavelength 905 nm

Optical Peak Power(NA>0.5) 40 - 200 W

Pulse Length 30 - 100 ns

Pulse Energy 1200  20000 nJ

Max. Average Power 110 mW

Trigger Input TTL↑ -

Max. PRF @ max. P 5 kHz

Integrated PLD 905D3S3J09S -

Emitting Area 235 x 400 μm x μm

Package S 10 -

Operating Voltage +12 VDC

표 2-2. Specification for 905 nm PLD-Modules

Min. Typ. Max.

Wavelength [nm] 895 905 915

Spectral bandwidth [nm] 5(8*)

Temperature coefficient [nm/℃] 0.27

Beam spread(FWHM)

Parallel to Junction plane [degrees] 12

Perpendicular [degrees] 20

Single elements [degrees] 25 (20*)

Stacks [degrees] 30 (20*)

표 2-3. Optical Characteristics at tRT = 21℃, I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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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 의 특성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LD 집속렌즈를 선정해야 한다. 렌즈의 밝기(또는 빠르

기)는 개구수(N.A.;Numerical Aperture) 와 F-넘버 (F#)로 나타내는데, 이들 특성은 다음 그

림 2-3의 관계를 갖는다. (http://www.calctool.org/CALC/phys/optics/NA_to_f 참조)

그림 2-3. 개구수와 F-넘버의 관계

사용한 LD 의 경우 빔 발산각은 (50 % peak intensity를 기준으로), 빠른 축(Fast axis)이 

20 도, 느린 축이 12도 이다. 이것을 그림 2-3의 관계로 계산하면

 - Fast axis 20 도 

  . NA= sin 10   = 0.174,  

  . F# = 1/0.353 = 2.833 (D= 2 tan10 = 0.353)

 - Slow axis 12 도

  . NA= sin 6   = 0.104,  

  . F# = 1/0.210 = 4.762 (D =  2 tan 6 = 0.210)

즉, Fast axis F# = 2.83, Slow axis F# = 4.78 이다. 즉, 이 조건에 맞는 집속렌즈를 사

용하여 LD 빔을 수광렌즈로 보내주어야 한다.

LD를 집속하기 위한 LD Collimation lens 평가는 광학설계 및 분석 프로그램인 Zemax 

Pro 13 ray-tracing S/W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렌즈는 F 50 mm, D 25.4 mm, 즉 F# 

= 2(NA = 0.25) 인 3가지 렌즈를 분석하였는데, 2가지는 비구면 렌즈(Aspherical lens)이고 

1종류는 색지움 접합렌즈(achromatic doublet elns)이다.

다음 그림 2-4의 (a), (b), (c)는 각각 Thorlabs 사의 비구면 렌즈(AL2550H-B), Edmund 

사의 비구면 렌즈(Model 33946), Thorlabs 사의 색지움 이중 렌즈(AC254-050-B)의 광학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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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orlabs 사의 비구면 렌즈(AL2550H-B) 분석 결과

(b) Edmund 사의 비구면 렌즈(Model 33946)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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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orlabs 사의 색지움 이중 렌즈(AC254-050-B) 분석 결과

그림 2-4. LD 집속 렌즈 3종의 광학특성 분석결과(by Zemax)

표 2-4는 3종류 집속렌즈의 자체 성능 분석을 비교한 것이다. LD 빔을 무한대로 

Collimation 한 경우 비구면 렌즈 2종의 특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Thorlabs 사의 비구면 렌즈(AL2550H-B)의 특성이 미세하게 좋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2-4. 3종류 LD 집속렌즈 성능 분석 비교

구분 Thorlabs AL2550M-B Edmund 33946 Thorlabs AC254-050H-B

Spot 
Diagram

Airy Radius 2.39 um 2.432 um 2.398 um

RMS R 0.076 um 0.345 um 8.715 um

GEO R 0.173 um 0.462 um 18.363 um

Wavefront
error

P-V 0.0060 waves 0.0437 waves 0.8213 waves

RMS 0.0018 waves 0.0124 waves 0.1812 waves

다음 그림 2-5는 각 렌즈의 무반사(Anti-Reflection Coating) 코팅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Thorlabs 사의 코팅은 반사율 0.5 % 이하이고, Edmund NIR AR 코팅은 특성이 약간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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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orlabs NIR B-coating             (b) Edmund NIR AR coating 

그림 2-5. 렌즈의 무반사(Anti-Reflection Coating) 코팅 특성

그림 2-1의 전체 광학계에서 레이저빔을 수신하는 렌즈(AAP-400-127-900-940)는 주문 

제작을 하였다. 렌즈의 사양은 초점거리 400 mm, 구경 127 mm인 접합렌즈이고, 파장 900 

nm ~ 940 nm 범위에서 무반사 코팅을 하였다. 그림 2-6은 이 렌즈의 특성을 분석한 것으

로 P-V 1.4148 waves, RMS 0.3137 waves 의 특성을 보인다. 그림 2-7은 레이저빔 수신 

렌즈 (AAP-400-127-900-940) 구면 설계 결과이다.

그림 2-6. 레이저빔 수신 렌즈 (AAP-400-127-900-940)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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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레이저빔 수신 렌즈 (AAP-400-127-900-940) 구면 설계 결과

그림 2-1의 광학계에서, LD 와 수신렌즈 사이에 들어가는 타원형 홀 거울(Elliptical Hole 

Mirror HR-900-1064-SM-50.8-6.0T-UV-45UNP-25.4HOLE)도 자체 설계 후 주문 제작을 

하였다. 거울의 사양은 표 2-5와 같고, 설계도는 그림 2-8과 같다.

표 2-5. 타원형 홀 거울 제작 사양 정리

구분 사양

Size 50.8 mm (+0/-0.25) dia x 6.0 mmT (±0.25)

Material Fused Silica

Angle of Incidence 45 deg, Unpol.

Special Hole 45 deg, 25.4 mm, Dia Hole (±1.0)

Reflectance > 99.0 % at 900 ~ 106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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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타원형 홀 거울 제작 설계도

그림 2-1의 전체 광학계에서 레이저빔의 송신은 LD 집속렌즈를 거친후, 수신렌즈(F 400 

mm)를 통과하여 대기중에 나가게 된다. 따라서, LD 송신 광학계는 소형의 집속렌즈와 대형

의 수신 렌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다음 그림 2-9는 3종류의 LD 집속렌즈(F 50 mm)와 

수신 렌즈(F 400 mm, AAP-400-127-900-940)의 결합 특성을 분석한 것이고, 표 2-6은 결

과를 정리한 것이다. 

(a) Thorlabs AL2550M-B + AAP-400-127-900-940 광학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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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dmund : 33946 + AAP-400-127-900-940 광학 특성 분석

(c) Thorlabs : AC254-050-B + AAP-400-127-900-940 광학 특성 분석

그림 2-9. LD 집속렌즈(F 50 mm)와 수신 렌즈(F 400 mm)의 결합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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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LD 집속렌즈(F 50 mm)와 수신 렌즈(F 400 mm)의 결합 특성 분석 결과 정리

구분
ThorlabsAL2550M-B

+ AAP400
Edmund 33946

+ AAP-400
Thorlabs AC254-050H-B

+ AAP-400

Spot 
Diagram

Airy Radius 6.836 um 6.848 um 6.838 um

RMS R 6.195 um 10.824 um 2.237 um

GEO R 13.023 um 24.712 um 4.098 um

Wavefront
error

P-V 0.2169 waves 0.3039 waves 0.0934 waves

RMS 0.0610 waves 0.0800 waves 0.0255 waves

표 2-6에서 보듯, F 400mm 수신 렌즈와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독자로 사용하는 경우

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Thorlabs AC254-050H-B가 가장 좋

은 결과를 보인다. 파면수차가 P-V 값 0.0934 파장, RMS 값이 0.0255 파장으로 거의 회절

한계의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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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축 LD 라이다 장치설계 및 제작

앞 절에서 설계한 광학계를 사용하여 공축 LD 라이다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라이다

의 구성은 광학계가 전반적으로 새로 설계되었고, 나머지 전자신호 처리부는 기존의 라이다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그림 2-10은 공축 LD 라이다 장치 광학부 설계도이다. 광학계 마운트와 지지홀더를 설계하

였으며, 기존에 사용하는 라이다 케이스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광학부를 설계 제작 하였다. 산

란된 광신호를 수신하는 광검출기는 Tholabs 사의 APD430A를 사용하였다. 그림 2-11은 실

제 공축 LD 라이다 광학부를 조립하는 모습이다.

  

그림 2-10. 공축 LD 라이다 장치 설계도

그림 2-11. 공축 LD 라이다 광학부 조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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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라이다 장치는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외부에서의 성능

실험이 가능하도록 공축 LD 라이다 내부 케이스와 외부 케이스를 별도로 설계/제작하였다. 그

림 2-12는 라이다 장치의 내부케이스 설계 결과이다. 내부 케이스에는 앞에서 언급한 라이다 

광학부와 전자부품들이 설치하게 되고, 상단의 레이저빔 송수신 윈도우가 설치되어 빗물이나 

눈에 의한 광학계의 오염을 방지하게 된다. 

       

그림 2-12. 공축 LD 라이다 장치의 내부케이스 설계 결과

라이다 내부 케이스에 장치가 전부 조립되면, 그 밖을 외부케이스가 덮게 된다. 그림 2-13

은 공축 LD 라이다 외부케이스의 3D 도면이다. 라이다 외부 케이스의 사이즈는 가로 x 세로

x 높이가 345 mm x 420 mm x 1188 mm 이다.

       

그림 2-13. 공축 LD 라이다 외부케이스의 3D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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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축 LD 라이다 내부케이스의 조립을 수행하면서 라이다 정렬상태 확인과 각 부분의 정상

적인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야외 실험을 병행하였다. 그림 2-14는 라이다 야외실험 모습이다.

 

 

그림 2-14. 공축 LD 라이다 시제품 야외 성능실험 모습

 

다음 그림 2-15는 기존의 이축식 라이다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축 LD 라이다로 획득한 

신호를 비교한 것이다.

(a) 기존 라이다 장치로 획득한 구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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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발된 공축 라이다 장치로 획득한 구름 신호

그림 2-15. 기존 라이다와 새로 개발한 공축 LD 라이다로 획득한 신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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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굴절광학계 라이다 개발

기존에 ㈜솔탑에서 개발하여 시험 중인, 이축(Bi-axial) DPSSL을 사용하는 라이다 장치는 

산란 레이저빔 수광 광학계로 반사망원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장 적용 시에 광 정렬에 너무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분석 결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카세그레인 광학계의 F/# 10 (F = 1250 mm) 너무 커서, 수광 범위를 나타내는 FOV

가 좁음 (0.16 mrad). 즉, 정렬이 조금만 틀어져도 수광량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 

 - 반사광학계의 경우 정렬에 민감하므로(광축이 1도만 틀어져도 광학계 경로가 2도 틀어

짐), 낮과 밤, 여름과 겨울에 따른 광 정렬이 변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수광 광학계를 굴절 광학계로 바꾸는 

방법을 시도하였고, 광학부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광학부에는 레이저 광원

과 송광 광학계, 광센서 등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였고, 수광 광학계(렌즈와 마운트, 라이다 

케이스 등)만 따로 설계/제작하였다. 그리고 반사식 광학계와 비교 시험을 수행하였다.

굴절식 라이다 광학계에 사용하기 위한 수광렌즈는 공축 LD 라이다에 사용하는 F 400 

mm 렌즈와 별도의 F 600 mm 렌즈를 설계하여 비교한 결과,  F 600 mm 렌즈를 별도로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다음 그림 2-16은 각각의 광학 렌즈의 분석결과이고, 표 2-7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a) F 600 mm, F/4.8 굴절 접합렌즈 설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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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 400 mm, F/3.2 굴절 접합렌즈 설계 결과

그림 2-16. 굴절식 라이다 광학계 렌즈 설계 결과

표 2-7. 굴절식 라이다 광학렌즈 설계결과 주요사항 비교

구분
F 600 mm 렌즈 
(AAP-600-127)

F 400 mm 렌즈
AAP-400-127

Spot Diagram

Airy Radius 5.663 um  3.802 um

RMS R 19.348 um 45.515 um

GEO R 44.952 um 105.577 um

Wavefront error

P-V 0.4027 waves 1.4148 waves

RMS 0.0880 waves 0.3137 waves

표 2-7에서 나타난 것처럼, F 600 mm 렌즈의 성능은 파면수차 P-V 값 0.4 파장, RMS 

값 0.09 파장으로 F 400 mm 렌즈의 1/3 이하이고, 광 검출기에 집속되는 Spot 의 크기도 

19.4 μm (RMS 값)수준으로 F 400 mm 렌즈의 Spot 의 크기의 1/2 이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F 600 mm 렌즈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다음 그림 2-17 은 굴절식 광학계를 사용한 이축 라이다 설계도와 실제 제작 후의 조립 모

습이고, 그림 2-18은 광학부를 라이다 케이스에 설치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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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굴절식 라이다 광학부의 설계결과 및 조립 모습

     

그림 2-18. 굴절식 라이다 광학계 장치 모습 (모델링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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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 광학계를 사용하는 라이다 장치를 제작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반사식 광학계 라이다

와 신호를 비교하였다. 다음 그림 2-19는 개발된 라이다로 측정한 구름 신호의 원본으로, 

FOV(Field Of View)를 제한하는 필드 스탑으로 200 μm 핀홀을 사용하였다. 

(a) 개발된 Photon Counter 처리 신호

(b) 상용품 Photon Counter 처리 신호

그림 2-19. 라이다로 측정한 구름 신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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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듯이, 신호를 획득하는 Photon counter 에 따라 신호의 세기가 좀 다르지만

(대기경계층 신호는 b가 세고, 구름의 신호는 a가 강하게 나타남), 전체적인 신호의 형태는 거

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름신호에 대한 신호 대 잡음비는 300 ~ 1,000 정도로 나타나, 높은 

값을 보여준다. 

다음 그림 2-20은 반사식 광학계를 사용한 라이다(그림에서 ver. 2)와 새로 개발한 굴절식 

광학계를 사용한 라이다(ver. 3)의 신호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신호 대 잡음비

를 나타내지만, 대기 경계층 에서는 굴절식 라이다의 신호가 더 좋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0. 반사식 광학계 라이다(ver. 2)와 굴절식 광학계 라이다(ver. 3)의 신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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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라이다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

광 계수 방식의 라이다 시스템은 레이저 산란 신호를 이용하여 대기 경계층 및 구름의 높이

를 측정하는 상시 측정 장치이다. 따라서 신호를 측정하는 장치의 원격 제어가 가능하여 하며, 

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기 경계층 및 구름 높이를 분석이 하나의 프로그

램 내에서 가능하여 한다. 그러므로 광 계수 방식의 라이다 시스템의 장치의 원격 제어를 위

한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과 대기 경계층 및 구름의 높이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후, 

두 알고리즘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구현하였다.

제1절 라이다 광수신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광 계수 방식의 라이다 시스템은 레이저의 산란 신호를 측정하여 대기 경계층 및 구름의 높

이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레이저 산란 신호의 시간적 위치 및 크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해야 하

며 상시 측정이 가능하여 한다. 따라서 레이저 발진기와 광 계수기간의 동기화가 매우 중요하

며, 이를 위하여 레이저 발진기에서 발생한 레이저 펄스 일부를 광 센서를 이용하여 광 계수

기의 외부 트리거 신호로 이용하였다. 

그림 3-1. 광 계수 방식 라이다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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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은 대기 경계층 및 운저 고도 측정을 위한 광 계수 방식의 라이다 시스템의 제어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레이저 산란 신호를 발생하는 레이저 발

진기와 이를 측정하는 광 계수기를 RS  232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제어 컴퓨터에서 원격

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라이다 방식의 운고계는 상시 측정 장치임으로 일정한 

측정 루틴을 반복할 수 있는 폐루프 시스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레이저 발진 장치 및 

광 계수기의 오류나 사용자에 의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시스템을 종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 광 계수 방식의 라이다 시스템의 장치 제어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그림 3-3. 광 계수 방식의 라이다 시스템의 장치 제어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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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와 3-3은 대기 경계층 및 운저 고도 측정을 위한 광 계수 방식의 라이다 시스템의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된 제어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와 적용 코드를 나타낸 것이다. 레이저 

발진 장치는 별도의 임베디드 형태의 장치로서, 제어 컴퓨터에서 입력된 반복률과 레이저 발

진 on/off 명령어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레이

저 발진기에 부착된 온도 센서에서 측정된 레이저 헤드 온도, 내부 크리스탈 온도, 출력 펄스

의 에너지 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광 계수기의 경우, 대기 및 구름에 의한 레이

저 산란 신호의 정량적 검출을 위하여 레이저 발진기의 펄스 신호를 트리거 신호로 이용하여 

일정한 펄스 개수 동안 레이저 산란 신호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 계수 방식의 라이다 

시스템은 상시 측정 장치임으로 광 계수 방식의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된 대기 및 구

름에 의한 레이저 산란 신호를 제어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병렬 프로세싱 기법을 

적용하였다. 광 계수 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신호 데이터를 병렬로 구성된 파일 저장 루프로 

전송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송된 파일의 순서가 뒤바뀌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FIFO(First In First Out) 기능을 갖는 루프 간, 파일 전송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송된 

파일의 경우, 제어 컴퓨터 내부의 시간을 참조하여 시간 별로 제어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루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폴더를 생성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날

짜 및 시간 별로 자동 분류하여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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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저고도 및 대기 경계층 Data 측정 및 분석 알고리즘 개발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라이다 시스템은 레이저의 반사 또는 산란 신호의 위치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대기 경계층 및 구름 높이를 측정하는 라이다 시스템은 대기 중에 발진한 

레이저에 의한 산란 신호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레이저 반사 신호에 비하여 매우 미약한 특징

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의 출력은 발진 거리가 증가할수록 감쇄되기 때문에 레이저

의 산란 신호 역시 레이저의 발진 거리가 증가할수록 감쇄한다. 따라서 레이저의 발진 거리가 

증가하면 할수록 산란 신호의 세기가 감쇄하여 신호 대 잡음 비(Signal to noise ratio)가 매

우 낮아져 대기 경계층 및 구름의 운저 고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림 3-4는 라이다 방식 운저 고도 및 대기 경계층 측정 장치에 사용된 광 계수기의 특징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4의 (a)에서 보는 것 같이 광 계수기는 광 판별기(Discriminator)

를 갖고 있어, 광 판별기의 임계 값(Threshold value) 이상의 광자 펄스의 개수를 측정한다. 

따라서 미약한 신호에 포함된 외부 환경 변수에 의한 잡음 신호를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을 갖

고 있다. 그림 3-4의 (b)은 광 계수기를 이용하여 신호의 파형을 복원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

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광 판별기의 임계 값 이상의 광자 펄스 신호를 누적할 경우, 잡음

이 제거된 신호의 파형을 복원할 수 있다.  

(a) 광 계수기내의 광 판결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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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광 계수기의 신호 파형 복원 원리

그림 3-4. 광 계수기의 광 판별기 및 신호 파형 복원 원리

그림 3-5 (a)는 대기 중에 발진된 레이저의 산란 신호를 광 계수 방식의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한 것이며, 그림 3-5 (b)는 그림 3-5 (a) 신호를 거리에 따른 레이저 출력 감쇄

비율을 보정한 신호이다. 레이저의 산란 신호는 레이저 출력에 비례하며, 레이저 출력은 레이

저 발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레이저 산란량을 갖는 

구름이더라도 높이가 낮은 구름의 산란 신호의 크기가 높이가 높은 구름의 산란 신호의 크기

보다 크게 된다. 따라서 그림 3-5 (b)와 같이 거리에 따른 레이저 출력의 감쇄를 보정하여야 

한다. 

(a) 광 계수 방식의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한 레이저 산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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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광 계수 방식의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한 레이저 산란 신호의 거리에 따른 교정 값

그림 3-5. 광 계수 방식의 라이다 시스템을 이용한 레이저 산란 신호 계측 결과

레이저 발진 거리에 따른 레이저 산란 신호의 세기를 교정한 결과 그림 3-5 (b)와 같이 높

은 구름에 의한 레이저 산란 신호의 세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레이저 발진 거

리에 의한 레이저 산란량의 보정에 의하여 원본 신호에 비하여 고주파 성분의 급격한 변동

(Fluctuation)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거리에 따른 레이저 산란량 보정 신호를 이용하여 

대기 경계층 및 운저 고도 측정을 위한 신호의 필터링을 위하여 이동 평균의 일종인 Savizky 

- Golay 필터를 이용하였다. 그림 3-6은 그림 3-5 (b)의 신호를 Savizky - Golay 필터를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5 (b)에 나타낸 고주파 성분이 Savizky - Golay 필터

에 의하여 제거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6. 레이저 산란량 보정 신호의 Savizky - Golay 필터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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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경계층 및 구름에 의한 레이저 산란 신호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대기 경계

층은 지상에서 1 ~ 2 Km 지점에서 발생하며, 대기 중의 에어로졸 확산이 대기 경계층 이하

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라이다 방식의 운고계를 이용하여 대기 경계층을 측정하기 위해

선, 에어로졸에 의한 레이저 산란 신호가 급격히 떨어지는 지점 측정하여 한다. 반대로 구름에 

레이저가 조사될 경우, 강한 산란 신호가 발생함으로 신호의 세기가 증가한다. 

그림 3-7은 그림 3-6의 신호를 이용하여 Harr 함수와 Peak detect 코드를 이용하여[4] 측

정한 대기 경계층 및 구름의 운저 고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기 경계층의 경우, 375 m 지점에 발생하였다. 또한 구름의 경우, 3개가 발견 되었으며, 제 

1운저는 1.143 Km, 제 2운저는 8.670 Km, 제 3운저는 9.723 Km 지점에 나타났다.

그림 3-7. 라이다 방식 운고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대기 경계층 및 운저 고도 측정 결과

그림 3-8은 광 계수기가 적용된 라이다 시스템의 대기 경계층 및 운저 고도 산출 알고리즘

을 나타낸 것이다. 광 계수기 적용된 라이다 시스템은 상시 측정 장치임으로 측정 장치가 사

용자 또는 장치 오류에 의하여 정지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광 계수기에 의하여 측정된 데이

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광 계수기에서 측정한 레이저 산란 신

호의 Raw 파일과 대기 경계층 및 운저고도 측정 자료를 하드 디스크에 자동으로 분류하여 저

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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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광 계수 방식 라이다 시스템의 대기 경계층 및 운저 고도 산출 알고리즘

그림 3-9는 대기 경계층 및 운저 고도 산출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것이다. 라이

다 방식 운저 고도 및 대기 경계층을 측정하는 장치로부터 측정된 신호를 이용하여 운저 고도 

및 대기 경계층을 산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간별로 측정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나타 

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커서 기능을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의 특정 시간에 계측된 자료를 

XY graph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라이다 장치를 제어 및 대기 경계층 

및 운저 고도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제어 및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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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대기 경계층 및 운저고도 산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그림 3-10은 대기 경계층 및 운저 고도 산출 Viewer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통합된 광 계수 방식의 라이다 시스템 제어 및 대기 분석 프로그램은 시간당 60 번의 측정 

데이터가 산출되게 된다. 따라서 상시 측정 장치인 운고계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대기 경계층 

및 운저 고도 측정 프로그램에 디스플레이 할 수 없으며, 장치의 수리 및 고장이 발생할 경

우, 이전의 측정 자료를 검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통합 프로그램의 경우, 5시간동안에 측

정된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도의 Viewer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대기 경

계층 및 운저 고도 측정 Viewer 프로그램은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Raw 파일을 읽어 이전에 

측정한 데이터를 확인 및 최적의 신호 처리 조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Raw 파일

의 저장된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 시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Savizky  Golay 필터 및 

Haar function 등의 조건을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적의 신호 처리 조건

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1은 라이다 방식 대기 경계층 및 운저 고도 산출을 위

한 별도의 Viewer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것이다. Viewer 프로그램은 통합 버전에 

있는 Hardware setup 기능이 없으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파일 경로를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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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대기 경계층 및 운저고도 Viewer 프로그램

그림 3-11. 대기 경계층 및 운저고도 Viewer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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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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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라이다 장치는 기상/환경 분야에 사용되는 장비로, 국내에도 연간 수십 대(최근 5년간, 연 

간 20 ~ 50대 정도의 장비를 수입하였다. 장비 단가는 5천만 원 ~ 2억 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운고계 라이다 150여대를 비롯하여 약 200여대의 기상용 라이다가 국내에 설치

되어 있다. 또한, 환경, 공항 등의 미래시장을 포함하여 계속 확장되고 있는 분야이다. 

기상청 기상업무 발전계획(2012-2016)에 의하면 라이다 운고계 등의 기상용 라이다 장비의 

국산화 계획이 있으며[5], 또한 기상정책 추진계획에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장비는 국산화 의지

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6]. 최근 5년 사이(2015년 기준)에 100여대의 운고계 장

비가 국내에 도입되었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납품업체의 기술적인 한계로 

장비의 고장 발생 시 즉각적인 A/S 대응의 어려움과 과다한 수리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산화가 필요한 장비 중 하나이다. 

국내기업들에서도 기상용라이다 장비의 국산화를 위하여 지난 수년간 기술개발을 해 왔으

나, 외국의 일류 제품 대비 가격/성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

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기상용 라이다 국산화에 필요한 기술을 핵심기술을 개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저가형 LD(Laser Diode)를 적용하는 공축 라이다 광학계 설계 및 제

작 기술, 신호처리 시스템 부문 개선으로 구름 뿐 아니라 대기경계층을 측정하는 기술 등은 

국내 기상용 라이다 상용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들로, 추후 현장 시험을 통해 최적화 시

킨 후 국내 라이다 전문 기업에 기술이전 하여, 기상용 라이다 국산화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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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The key technologies for co-axial Lidar with LD were developed for commercialization 

of ceilometer lidar. The summary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is bellows.

- Optical system of the LD collimation and LD transmitting system is designed by 

ray-tracing program Zemax Pro. The performance of the optical system is analyzed and 

optimized

- Optical system design of the Lidar receiving system is conducted by ray-tracing program 

Zemax Pro. The receiving lens and hole mirror were manufactured and applied to prototype 

lidar system

- Design and development of data analysis algorithm for measurement of cloud height 

and boundary layer of the atmosphere. The operation and analysis program for the lidar 

prototype is designed and develop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for Commercialization of 

lidar system, which can be used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small lidar ceilometer 

and aerosol lidar. To extend the applicability of this study, more efforts are need for 

conducting additional development aerosol lidar technology to have higher quality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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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한 라이다 국산화 핵심기

술개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한 라이다 국산화 핵심기술개발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

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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