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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파장 편광 라이다 보정 및 

자료처리 기법
주 이엔쓰리 환경 을 중심으로



제품 설명

국내업체인 주 이엔쓰리 환경의 파장 편광 라이다 

프로그램 설명

본 프로그램 코드 는 라이다 관측 자료로부터 에어로졸 소산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언어 로 작성된 

코드이기 때문에 실행을 위해서는 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실행에 필요한 파일

본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파일이 필요하다

는 결과를 이미지로 보여줄 때 를 그리기 위해 필요하며

는 이미지로 나타낸 결과를 그림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두 파일 

모두 프로그램 코드로 본 프로그램의 실행 전에 컴파일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에 입력 자료로 쓰이는 라이다 관측 결과 파일이다 위와 같이 관측된 시각으로 

표현되는 파일이며 분 간격으로 하루에 개의 파일로 저장된 자료이다 본 프로그램은 한 

번에 하루치의 자료를 읽어 에어로졸 소산계수를 산출하고 결과도 하루씩 나타내기 때문에 한 

폴더에는 하루치의 자료만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라이다 관측 결과는 차원 행렬의 형

태로 행 열의 형태를 갖는다 여기서 열은 관측 시각을 나타내고 실제 분석에 사용되

는 열은 제 열이다 각각 을 나타낸다

본 프로그램에서 공기분자에 의한 소산계수의 연직분포를 계산하기 위해 기온 기압의 연직

분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프로그램은 시간 혹은 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라디오존데 자

료를 이용한다 기온 및 기압 자료는 한 달 씩 묶어 한 파일로 저장하였으며 각 파일은 연 월 

일 시를 나타내는 값과 간격의 온도 및 기압자료 개를 합해 총 열의 데이터를 갖

는다

프로그램의 실행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각 입력 자료의 위치를 알아 이를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수정해 주어야 한다 은 입력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

과 같은 폴더 내에서 컴파일 해 주거나 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 내에 폴더 안으로 

옮겨 주면 된다

라이다 관측 자료와 기온 및 기압 자료는 프로그램 코드 내에 경로를 입력하는 부분을 수정

해 주면 된다 또한 실행 결과가 저장되는 폴더도 지정해 주도록 한다 또한 프로그램 코드 

내에서 라이다 비와 기준고도의 값을 수정해 준다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의 실행은 별다른 명령어 없이 컴파일 후 파일명만으로 실행해 주면 된다



프로그램 실행 결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먼저 라이다의 거리 보정된 에서의 후방산란강도와 

에어로졸 소산계수의 연직분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창이 뜨고 결과 폴더에 그림 파일 과 

에어로졸 소산계수의 텍스트 파일 시간 고도 이 저장된다 텍스트 파일은 개의 열로 이루어

진 에어로졸 소산계수를 나타내는 값으로 행의 수는 앞서 정한 기준고도의 값으로 결정된다

각 열은 하루 중 각 열에 해당하는 시각에서의 에어로졸 소산계수의 연직분포 지상으로부터 

간격 를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