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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의 자기장을 이용한 제어가

연구 되었다. 플라즈마의 전자 밀도는 주로 자기장뿐만 아니라 주변

기압에 의해서 결정된다. 두 조건의 다른 레이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주변 압력은 760 torr에서 10 torr 사이에서 변

동 하였다. Nd:YAG (1064 nm, 6 ns) 레이저를 렌즈를 이용하여 두

자석사이에 있는 샘플에 집중시켰고 이 때, 자기장의 세기는 0.1 T

에서 0.5 T 사이로 변동시켰다. 샘플에 자기장을 가하였을 때 대기

압에서는 낮은 레이저 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에만 신호 세기의 향상

이 나타났다. 하지만 저압에서는 에너지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호의

향상을 얻어내었다. 이는 자기장의 세기와 주변 압력을 저압으로 적

절히 조정함으로 인해 제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원자 신호 분석에 강한 LIBS와 분자 신호 검출에 용이한

Raman spectroscopy를 융합한 시스템의 성능 신뢰성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원자와 분자 신호의 차이점을 동시에 보기 위하여

다형체 (Polymorphs)를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원자와 분자 신

호의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LIBS를 통한 다형체 분석 가능성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어 :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 (LIBS), 자기장, 라만

분광법, 저압, Raman-LIBS 융합 기술, 다형체

(Polymorphs)

학번 : 2013-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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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레이저를 유도 플라즈마 분광(LIBS :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ocopy)은 재료과학, 화학물리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

되어왔으며 검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플라즈마의 제어가

필수적인 연구 분야이다 [1, 2]. 이를 위해 플라즈마의 공간적 구속

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벽 형태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플

라즈마의 팽창을 억제한다. 하지만 고온의 플라즈마는 저온 플라즈

마와 달리 구속 벽 표면 접촉으로 인해 급랭현상이 쉽게 발생 한다

[3]. 이러한 플라즈마의 특성을 감안하여 천체물리학이나 태양물리

학(Solar physics) 분야에서는 자기장을 이용한 플라즈마의 구속이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바가 있다 [3]. 레이저에 의해 발생된 플라즈

마는 일반적으로 원형을 이루며 주변으로 성장하며 팽창 한다 [4].

하지만 팽창 과정에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감속하거나 정지한다.

이러한 이유는 플라즈마의 하전입자들이 자기장의 영향에 의해 자

기장의 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회전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회전 운동

의 반지름은 자기장의 세기가 커질수록 줄어들게 된다. 이것은 플라

즈마의 운동 에너지가 자기장의 변동 에너지와 같아짐을 의미 한다

[5]. 플라즈마 입자의 운동은 외부 자기장뿐만 아니라 내부 전자기

장과 입자들 간의 운동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전자기력으로 인해

각각의 입자들은 동시에 여러 하전 입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플라즈

마 내부의 매우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야기 한다 [6]. 자기장을 이

용한 플라즈마의 구속은 운동에너지의 열에너지 전환 [7, 8] 뿐 아니

라 플라즈마의 효과밀도와 전자 재결합을 증가 시킨다 [6, 9, 10]. 그

러므로 이러한 총체적 효과로 인한 플라즈마 유도 분광의 신호 세

기의 상당한 증가를 기대 할 수 있다 [11, 12]. 이전 연구의 경우

대기압 및 한정된 압력에서의 자기장의 신호 세기 영향이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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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신호 세기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기장 구속 기술이 연구

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기울어진 샘플 표면의 레이저 조사 [13], 이중

조사 [14-16], 저압 환경 [17], 퍼지 가스 [18] 등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자기장과 저압환경의 융합 효과를 이해가기 위하여 실험을 진

해하였으며, 자기장 구속으로 인한 신호 세기의 상당한 증가를 발견

하였다.

LIBS 기술은 원자 신호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지만 분자 신호에 대

하여는 매우 제한적이다. Raman 분광법은 분자 내부의 진동에 인한

비탄성 산란광의 발생으로 여기광과의 검출 신호와의 차이를 분석

하여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는 기술이다. Raman 분광법과 LIBS는

한 개의 레이저 시스템과 대부분의 광학계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

다. 다형체 (Polymorphs)는 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지만 분자의 구

성 구조가 달라서 다른 물리,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물질들을 말한

다. 본 연구에서는 분자 신호 검출을 한계를 극복하고자 Raman 분

광법을 접목한 LIBS-Raman 융합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LIBS-Raman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형체를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LIBS를 통한 다형체 분자구조의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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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방법 및 구성

2.1 실험 구성 개요도

2.1.1 자기장 구속 LIBS 시스템

Q-switch를 이용한 펄스 Nd:YAG (Surelite I, 1064 nm, 6 ns) 레

이저를 사용하였으며 초점거리 90 mm 의 BK-7 볼록렌즈를 이용하

여 금속 샘플(Ti, Cu, Zn : 3 mm×3 mm×1 mm)에 레이저 광을 집

중시켰다. 사용된 모든 금속의 순도는 99.99 % 이상이다. 두 경우의

레이저 에너지를 사용하였고 고 에너지는 30 mJ/pulse, 저 에너지는

140 mJ/pulse 로 설정하였다. 레이저 빔의 초점 지름은 0.7 mm 이

며 이는 고, 저 에너지 별로 각각 1.3 GW/cm2, 6.1 GW/cm2 의 조

도를 가진다. 플라즈마 구속을 위한 자기장은 Nd2Fe14B 영구자석 두

개를 이용하여 형성하였다. 각 자석은 높이 10 mm, 지름 5 mm 의

실린더 형태로 제작되었다. 자기장의 세기는 가우스 미터

(AlphaLab Inc. GM1-ST)를 사용하여 샘플이 위치하는 두 영구자

석의 중앙에서 측정하였으며 이 기기는 ±2 T의 측정범위와 0.1 G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각 자석은 서로 마주보며 설치되어 0.1-0.5

T의 자기장 세기 변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플라즈마의 신호는 순차

적으로 collimator (Andor ME-OPT-0007), 분광기 (Andor Mechelle

ME5000 Echelle), ICCD (Andor iStar DH734-18F-03)를 통해서 검

출되었다. ICCD의 노출 시간은 20 μs로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지

연 시간은 압력별로 신호 대 잡음비를 고려하여 최적에 시간에 맞

추어 1-0.1 μs로 변경하였다. 분광기의 분광해상도 (λ/Δλ)는 6000

이상이며 분광 범위는 200-975 nm이다. 분광기는 레이저와 신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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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 (BNC 565-8CG)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와 (Tektronix

TDS-2014)동기화 하였으며 아래 그림 1. 에 실험장비의 도식을 나

타내었다.

그림 1. 자기장 구속 LIBS 실험장비의 도식

기존 연구를 통해 플라즈마의 생성이 레이저의 특성 (세기, 펄스

지속시간, 파장)과 샘플의 물리적 특성 (이온화 경향, 반사율, 열전

도도) 및 주변 압력 [23]의 영향을 받음이 알려져 있다 [10-22].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에너지, 자기장 세기, 주변 압력의 3가지 변수를

고려하였다. 한 개의 변수를 변경할 때 나머지 변수들은 통제하였

다.

그림 2.는 자기장 영향하의 플라즈마 생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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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진공 챔버와 자기장 영향하의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샘플 및 자석의 위치와 각도를 정확히 제어하기 위해 지지대를

고안하여 진공 챔버 내부에 설치하였다. 금속 샘플은 두 자석의

중앙에 설치하였으며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간의 거리를 조정함으로

변경하였다. 진공 챔버의 크기는 200 mm × 200 mm × 200 mm

이고, 회전 오일펌프 (EHP 600)를 사용하여 압력을 변동 시켰다.

실험 데이터는 10번의 레이저 펄스 조사를 통해서 얻어내었고 샘플

표면의 오염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5회째 데이터는 폐기 하였다.

결과적으로 한 개의 실험 케이스 당 5회의 펄스 조사 데이터를

산술평균 하였다.

2.1.2 Raman-LIBS 융합 시스템

LIBS, Raman 분광의 모든 실험에서 펄스 Nd:YAG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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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elite I, 1064, 532 nm, 6 ns)가 사용되었다. 레이저 광은 90 mm

초점거리의 BK-7 볼록렌즈를 통하여 CaCO3와 CaSO4 샘플에

집중되었다. Raman 분광을 위해서 20 mJ/pulse의 레이저 에너지가

사용 되었으며 레이저 빔의 초점 지름이 0.7 mm 로 0.87 GW/cm2

의 조사도를 가진다. Raman 산란광을 모으고 Rayleigh 산란광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개의 BK-7 볼록렌즈 및 532 nm long-pass

필터를 이용하여 광학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LIBS 실험의 경우

샘플의 레이저 삭마 발생시키기 위해 50 mJ/pulse의 레이저

에너지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조사도는 2.2 GW/cm2 이다.

그림 3. LIBS-Raman 융합 시스템의 도식

LIBS 신호 수집을 위한 광학 시스템은 long-pass 필터를 제외하고

Raman 분광의 광학시스템과 동일하며 반대쪽에 대칭적으로

설치하였다. 플라즈마의 신호는 순차적으로 collimator (Andor

ME-OPT-0007), 분광기 (Andor Mechelle ME5000 Echelle), ICCD

(Andor iStar DH734-18F-03)를 통해서 검출되었다. ICCD의 노출



- 7 -

시간은 20 μs로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지연 시간은 1 μs

설정하였다. 분광기의 분광해상도 (λ/Δλ)는 6000 이상이며 분광

범위는 200-975 nm이다. 분광기는 레이저 및 오실로스코프

(Tektronix TDS-2014)와 동기화 하였으며 아래 그림 3. 에

실험장비의 도식을 나타내었다.

2.2 실험 샘플

2.2.1 자기장 구속 LIBS 시스템 실험 샘플

자기장 구속 LIBS 시스템의 실험을 위한 샘플로는 구리, 티타늄, 알

루미늄의 3가지 금속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샘플의 순도는 99.99 %

이상이다. 아래 표에 실험에 사용된 샘플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나

타내었다.

표 1. 자기장 구속 LIBS 시스템 실험 샘플의 특성

Cu Ti Al

원자 번호 29 22 13

화학 계열 전이금속 전이금속 전이후 금속

끓는점 2835 K 3560 K 2792 K

전기음성도 1.90 1.54 1.61

열전도율 401 W/m·K 31.9 W/m·K 237 W/m·K

자성 반자성 상자성 상자성

2.2.2 LIBS-Raman 융합 시스템 실험 샘플

LIBS-Raman 융합 시스템의 실험을 위한 샘플로는 탄산칼슘

(CaCO3)의 다형체 암석인 Calcite와 Aragonite가 및 황산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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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O4)의 다형체인 Gypsum과 Anhydrite가 사용되었다. 아래 표

2.에 실험에 사용된 샘플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표 2. LIBS-Raman 융합 시스템 실험 샘플의 특성

샘플 Calcite Aragonite Gypsum Anhydrite

분자식 CaCO3 CaCO3 CaSO4⦁2H2O CaSO4

밀도 2.71 g/cm2 2.93 g/cm2 2.3 g/cm2 2.96 g/cm2

결정 형태
Trigonal

Hexagonal
Orthorhombic Monoclinic Orthorhombic

굳기 3 3.5-4 1.5-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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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자기장 구속 LIBS 결과 분석

3.1.1 저 에너지 대기압 결과

원자 신호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의 관계는 아래 식 (1)로 나타낼

수 있다 [23].




  



 






 (1)

식 (1)에서 k는 볼츠만 상수, B는 자기장의 세기, n과 는 각각 전

자의 밀도와 온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는 플라즈마의 압력과 자기

장압력의 비를 나타낸다. 는 신호 세기를 나타내며 아래 첨자 1과

2는 각각 자기장의 유, 무를 의미한다. t는 플라즈마의 팽창 시간을

의미한다. 가 1에 근접함에 따라 플라즈마는 팽창을 멈추고 특정지

점에서 회전운동을 하게 되고 신호 세기는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현상의 경우 저항과 주변 기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플라즈

마의 팽창이 완전히 정지 하지 않는다 [19]. 그러므로 식 (1)은 플라

즈마가 완전히 하전 되어 있고 주변 기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현상과 일치 하게 된다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식 (1)

은 자기장과 플라즈마 신호 세기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합리적인 결

론을 도출하였다.

 ≫  일 때 , 플라즈마의 팽창이 다소 빠르고 부드럽게 발생하였

다. 그 외의 경우 (자기장 압력이 매우 강할 때), 플라즈마의 팽창은

느리고 플라즈마 구속으로 인한 신호 세기가 관찰 되었다. 자기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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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세기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낮은 레이저 에너지

(30 mJ)와 대기압 (760 torr)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 낮은 레이저 에너지 (30 mJ) 및 대기압에서의 자기장 세기

변동에 따른 티타늄 샘플의 신호세기 변동

그림 4.은 자기장 세기 변동 (0.2 T 차이)에 따른 1차 이온화된 티

타늄의 신호 세기 (Ti II : 368.5 nm)의 변동을 보여준다. 낮은 레이

저 에너지 (30 mJ)를 사용한 경우 0.5 T의 자기장을 주었을 때 매

우 큰 신호세기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기장 압력이 플라즈마 압력에

근접하였음을 의미하며 식 (1)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에서 단일 자기장 세기에 의한 결과만 제시한 것을 감안할 때

[23] 본 연구 결과는 변동된 자기장에 따른 신호 세기의 변화를 보

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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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리 샘플의 신호세기

(b) 아연 샘플의 신호세기

그림 5. 낮은 레이저 에너지 (30 mJ) 및 대기압에서의 자기장 유무에

따른 구리, 아연 샘플의 신호세기 변동

그림 5. 는 대기압에서 자기장 유무에 따른 중성의 구리(Cu І :

515.3 nm)와 아연(Zn І : 472.2 nm)의 신호 세기 변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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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레이저 에너지 (30 mJ)을 이용하여 1 μs 시간 지연 후 ICCD

를 노출 시켰으며 두 샘플 모두 자기장이 존재 할 때 강한 신호 세

기를 보여주었다.

3.1.2 저 에너지 저압 결과

오일펌프를 사용하여 진공 챔버의 압력을 대기압 이하로 내려 실

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6.의 (a), (b), (c)는 각 금속 샘플들의 저압환

경에서의 신호세기를 보여준다.

(a) 티타늄 샘플의 압력별 신호 세기 (Ti II : 368.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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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연 샘플의 압력별 신호 세기(Zn I : 472.2 nm)

(c) 구리 샘플의 압력별 신호 세기 (Cu I : 515.3 nm)

그림 6. 낮은 레이저 에너지 (30 mJ), 저압 환경에서의 자기장 유무에

따른 금속 샘플들의 신호세기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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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으로 내려감에 따라 대부분의 신호세기 증가가 나타났으며,

300-100 torr 부근에가 가장 큰 세기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신

호세기의 향상은 저압으로 인한 삭마 질량의 증가로 인한 현상이다.

반면 플라즈마의 경우 저압에서 빠른 확산과 전자 재결합으로 인해

신호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압을 인한

삭마 질량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자기장을 이용하여 플라즈마의 확

산을 억제하였다. 자기장과 저압환경의 복합적인 효과로 인하여 대

기압에서 보다 훨씬 큰 신호세기의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3.1.3 고 에너지 대기압 결과

지금 까지는 LIBS 연구에서 비교적 낮은 레이저 에너지인 30 mJ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높은 에너지 영역에서의 현상을 확인하기 위

하여 레이저의 에너지를 140 mJ로 증가시켰다. 그림 7.은 높은 레이

저 에너지를 사용한 대기압에서 자기장의 영향을 보여주며 신호 세

기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높은 에너지 영역에

서는 급격히 발생하는 플라즈마 불안정성으로 식 (1) 잘 맞지 않음

이 연구된바 있다 [5, 10, 25]. 신호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레이저의

에너지와 비례하여 증가한다. 하지만 레이저의 진동수와 플라즈마의

진동수가 같아지는 특정 에너지에 도달하게 되면 증가된 플라즈마

의 밀도 때문에 잉여 레이저의 에너지가 플라즈마에 흡수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레이저 에너지는 더 이상 샘플에 공급되지 못

하고 신호의 세기는 정체 지점에 도착한다. 아주 밀도 높게 형성된

플라즈마는 신호의 자기흡수 (self-absorption)의 원인이 되기도 한

다 [19]. 더욱이, 레이저 에너지가 높을 경우 레이저 광의 산란이나

확산으로 인한 플라즈마 입자의 손실이 신호 세기 증가 정체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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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기도 한다. 자기장의 영향에서는 플라즈마의 운동에너지와

자기장의 에너지가 같아지는 경우 추가적인 밀도 요동 현상과 고

주파 불안정성이 발생한다 [24, 25].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신호세기

의 감소가 발생한다.

그림 7. 높은 레이저 에너지 (140 mJ) 및 대기압에서의 자기장 세기

변동에 따른 티타늄 샘플의 신호세기 변동

그림 7.에 따르면 자기장 세기가 0 T와 0.1 T일 때는 비슷한 신호

세기를 보인 반면 0.3 T와 0.5 T 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러

한 차이는 플라즈마 전자 밀도의 극대한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이

로 인해 자기장의 영향이 레이저 에너지가 낮은 경우 (30 mJ)에 비

해 훨씬 강해지기 때문이다. 전자 밀도의 증가는 신호세기를 증가시

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자-양이온 재결합 속도도 증가시킨다. 높은

에너지로 인한 전자 생성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자기장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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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증가가 전자 재결합 속도 증가로 이어진다. 전자의 재결합 속

도는 전자와 이온의 수밀도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6].

(a) 낮은 레이저 에너지 (30 mJ) (b) 높은 레이저 에너지 (140 mJ)

그림 8. 자기장 유, 무 환경에서 티타늄 신호 (Ti I : 430.6 nm)의 시간

적 흐름에 따른 신호세기 변동

위 그림 8.은 시간흐름에 따른 티타늄 (Ti I : 430.6 nm)의 신호세

기 변동을 나타내었으며 (a)는 낮은 레이저 에너지 (30 mJ)를 사용

한 경우, (b)는 높은 레이저 에너지 (140 mJ)를 사용한 경우이다. 레

이저 에너지가 낮은 경우 자기장이 있을 때 신호세기가 강하게 나

타났으며 신호 세기의 감소가 느리게 발생하였다. 반면 레이저 에너

지가 높은 경우 자기장이 있을 때 신호세기의 빠른 감소로 인해 5

μs 이후 자기장이 없을 경우 보다 신호세기가 작아지게 된다.

3.1.4 고 에너지 저압 결과

높은 에너지를 사용한 경우에도 압력을 내려 보았다. 그림 9.은 높

은 레이저 에너지 (140 mJ)를 사용할 때 압력변동에 따른 티타늄

샘플의 신호 변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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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높은 레이저 에너지 (140 mJ), 저압 환경에서의 자기장 유무에

따른 티타늄 샘플의 신호세기 변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압 (760 torr)에서 약간의 신호세기 감

소가 발생하였지만 저압영역에서는 자기장에 의한 신호세기 향상이

유지 되었다. 저압에서는 삭마 질량이 증가하지만 플라즈마의 팽창

속도도 동시에 증가한다. 플라즈마의 팽창을 자기장을 이용하여 억

제시킴으로 인해 레이저 에너지와 상관없이 신호세기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 앞의 그림 7.과 비교하여 주변 압력이 낮을 경우 상대적

플라즈마 압력의 증가로 실효 (effective)  혹은

     
 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플라즈마의 불안정

성을 감소시키게 되고 [10] 그림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효과적인

신호 세기 향상을 발생시킨다. 추가적으로 확산으로 인한 자기 흡수

현상 감소도 높은 레이저 에너지, 낮은 압력, 자기장 영향에서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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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기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전자의 밀도를 계산을 위한 스타크 중폭(Stark broadening)의 선폭

은 아래 식 (2)와 같이 표현 된다.

  



 



   (2)

여기서 ∆λ는 해당 신호선의 반치폭 (FWHM : Full Width at Half

Maximum)을 의미하며, ω는 스타크 중폭 변수, 는 이온 중폭 변

수, ρ 는 디바이 차폐 (Debye shielding)를 의미한다 [26, 27]. 분석

에 사용되는 신호선은 광학적으로 선폭이 얇고 다른 선과 격리되어

자기 흡수의 영향이 없어야 하며 다른 전이선과 겹치지 않아야한다

[9, 28, 29]. 선의 두께에 대하여는 선이 두꺼울수록 중폭이 줄어들고

극댓값의 폭이 커진다 [30]. 그러므로 두꺼운 신호선을 이용한 전자

밀도 계산은 큰 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31]. 본 연구의 환

경에서는 경이온 (light ion)과 달리 중이온 (heavy ion)의 진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식 (2) 우변의 두 번째 항을 무시할 수

있다 [35]. 그러므로 위 식 (2)는 아래와 같이 단순화 할 수 있다.

  



 (3)

식을 단순화 가능하더라도 플라즈마 내부에 밀도와 온도 같은 플

라즈마 변수의 구배가 존재 하고 [36] 이 때문에 열역학적 평형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경우 작은 부피의 열역학

적 평형 (LTE : local thermodynamic equilibrium)이 존재 한다고

가정한다. 기존 연구 [37]에 따르면 대기압 하의 1 eV (∼110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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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플라즈마 온도에서는 전자의 밀도가 1017cm-3 이상으로 형성되고

이는 LTE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플라즈마가 대기압

하의 108W/cm2 이상의 레이저 조사도 에서 레이저 발사 직후 수백

나노초 이내로 충분한 열중성화 (thermalization)가 이루어짐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조건에서 LTE가 존재한다는 것이 적합한

해석이다. 이에 추가하여, 전자밀도 계산에 스타크 변수와 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 할 수 있다. 플라즈마의 온도가 1 eV 일 때 스타

크 중폭선은 플라즈마의 온도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 [4]. 티타늄

의 신호선 Ti I (390.4 nm)은 광학적으로 얇고 격리되어 있어 전자

밀도의 계산에 있어 적합하다. 해당 신호선의 자기장의 유, 무에 따

른 로렌츠 피팅 (Lorentz profile fitting) 그래프를 아래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 10. 높은 레이저 에너지 사용 시 자기장 세기에 따른 티타늄 신호

선 (Ti I : 390.4 nm)의 로렌츠 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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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츠 피팅의 식은 아래 식 (4)와 같다.

    


·
 


(4)

여기서 λ는 반치폭 (FWHM)을 의미하며 xc는 중앙점, y0는 오프셋,

A 는 고려 신호선의 면적을 의미한다. 그림 10.의 세 가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플라즈마의 온도가 일정함을 의미한다. 신호

의 세기가 거의 같음을 감안할 때 신호선의 λ를 전자 밀도의 주요

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스타크 중폭 변수가 λ에

만 유일하게 의존함을 확정한다 [38].

표 3. Ti I (390.4 nm) 신호선의 반치폭 (FWHM)

λ1

(without B-field)
λ2

(0.2 T B-field)
λ3

(0.4 T B-field)
Ti I 

(390.4 nm)
0.2792 nm 0.3157 nm 0.3451 nm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λ의 값은 자기장의 세기와 함께 증가한다.

특히 λ1, λ3를 비교해 보았을 때 후자가 24 %의 전자 밀도 증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식 (4) 는 스타크 변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자기

장이 전자의 밀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3.2 LIBS-Raman 융합 결과 분석

3.2.1 CaCO3 결과

그림 11.은 CaCO3 다형체의 (Calcite, Aragonite) Raman 신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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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두 샘플 모두 CO3
-2의 외부 진동 모드 신호가 1080 cm-1 부

근에서 검출이 되었다. 반면 100-400 cm-1 범위에서는 두 종류의

다형체가 다른 신호를 보여주었다. Aragonite의 경우 230, 260 cm-1

에서 신호가 검출 되었으며 Calcite의 신호는 380 cm-1에서 검출 되

었다. 이런 신호의 차이는 두 다형체의 Ca+2-CO3
-2 이온간의 결합

진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진동 모드의 차이는 분자 구조상의 결합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즉 두 다형체의 분자 결합구조가 다르기 때

문에 Raman 신호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다형체들을 구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1. CaCO3 다형체의 Raman 신호 (좌)와 100-400 cm-1 부근의

신호 차이

그림 12.은 CaCO3 다형체의 LIBS 신호를 보여준다. Aragonite와

Calcite 둘 다 강한 Ca 신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두 다형체의 구성

성분과 성분비가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1차 이온화된 Ca

신호가 310-400 nm (그림 12. 우상)부근에 나타났으며 중성의 Ca

신호가 530-600 nm (그림 12. 좌상)에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차 이

온화된 Ca의 경우 Calcite가 Aragonite 보다 강한 신호세기를 보여

주었으며 중성의 Ca 경우 Aragonite 의 신호세기가 강하게 나타났

다. 이 현상은 두 다형체의 결합구조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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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gonite의 밀도가 Calcite보다 높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더 많은

Ca 입자가 레이저에 노출된다. 결과적으로 입자당 받는 에너지는 줄

어들고 이온화가 되는 입자의 수도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Calcite는

입자당 많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림 12.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다.

그림 12. 이온화 정도에 따른 CaCO3 다형체의 Raman 신호 (상)와

5s → 4p 전이시의 신호세기 경향 역전 (하)

한편 그림 12.의 특정 신호는 앞선 경향성과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

었다. 중성 신호에서 612.2, 616.2 nm, 1차 이온화 신호에서 370.5,

373.7 nm 신호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확대하여 그

림 12.의 하단부에 나타내었다. LIBS 신호는 원자 내부의 전자 전이

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해당 신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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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탈 전이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중성신호의 경우 역전 현상을

일으키는 두 신호는 4s5s 에서 4s4p로 전이하는 빛이며 1차 이온화

신호의 경우 5s 에서 4p로 전이하는 신호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3.1.2 CaSO4 결과

그림 13.는 CaSO4 다형체의 Raman 신호를 보여준다. SO4
-2 의 외부

진동 모드는 1026 cm-1 부근에서 두 다형체가 약간의 차이를 보였

다. 특별히 Gypsum의 경우 3400 cm-1 부근에서 결정층 사이에 존

재하는 물 (H2O)의 진동 모드가 관찰되었다. 그 외의 Ca+2-SO4
-2 의

결합으로 인한 신호의 차이가 400-800 cm-1에서 나타났다. CaSO4

다형체들의 경우 각 다형체 별로 물의 성분비가 다르기 때문에 위

의 내부 Raman 신호와 물의 신호를 분석함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림 13. CaSO4 다형체의 Raman 신호 (좌)와 300-800 cm-1 부근의

신호 차이

그림 14.은 CaSO4 플라즈마의 중성 Ca LIBS 신호와 1차 이온화 신

호를 보여준다. CaCO3 플라즈마의 Ca 신호와 유사하게 이온화 정도

에 따라 신호세기의 상대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CaSO4 다형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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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Gypsum은 이온결합의 결정구조 층 사이에 물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Anhydrite는 물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Gypsum 보다 훨씬

밀도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입자들이 레이저

빔에 노출이 된다. 결론적으로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자 당 흡

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어 이온화가 발생하기 힘들게 된다.

그림 14. 이온화 정도에 따른 CaSO4 다형체의 Raman 신호 (상)와

5s → 4p 전이시의 신호세기 경향 역전 (하)

그러므로 그림 14.의 위쪽 그래프에서 Gypsum의 1차 이온화 신호

세기가 Anhydrite의 신호보다 강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중성 신호의

경우 반대의 경향성을 나타낸다. 더욱이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CaSO4의 실험결과에도 5s에서 4p로 전이하는 신호의 세기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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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s

(nm)

Ca I

(neutral atom)

Ca II

(Singly ionized ion)

527.0 585.7 616.2 315.9 373.7 393.4

Calcite 9535 9053 21691 3899 2110 5345

Aragonite 16085 12256 20721 2626 2478 4471

Ratio(A/C) 1.67 1.35 0.96 0.67 1.17 0.84

Gypsum 20399 20244 63037 8808 4397 20342

Anhydrite 34646 28246 56310 5186 3759 7888

Ratio(A/G) 1.70 1.40 0.89 0.59 0.85 0.39

신호의 경향성과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로 다른 두

샘플에 대한 실험임을 감안할 때 두 현상 모두 물질의 밀도차이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CaCO3와 CaSO4 다항체 LIBS 신호 세기의 차이 및 상대적 비율

표 4.는 그림 12, 14 에 언급된 신호들의 세기와 다형체별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다. 신호세기의 비율 분석을 통해 중성 신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Aragonite의 신호 세기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527.0 nm : 1.67, 585.7 nm : 1.35) 하지만 특정 전이 신호 (5s→4p)

의 경우 이와 반대 비율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차 이

온화 신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더 나아가 CaSO4 의 경

우에도 일치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LIBS를 이용한 정량

적인 분석만으로도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분자 구분 (다형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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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자기장과 저압환경의 플라즈마에 대한 효과를 적절히 조합하여

LIBS 신호 세기의 향상을 얻어내었다. 자기장의 영향이 있는 경우

저압에서 신호세기 향상이 대기압에 비해 더욱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자기장 영향의 저압 환경은 삭마 질량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전자 재결합의 원인이 플라즈마 불안정성을 줄여 준다. 스타크 중폭

분석을 통하여 자기장의 전자 밀도 증가 효과를 확인하였다. 추후

비균일 자기장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자기장을 이용한 플

라즈마 제어에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된다. 추가적

으로 시스템적으로 상호 보완 가능한 LIBS-Raman 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형체 분석을 진행하였다. LIBS로는 원자의 신호를 동시

에 Raman 분광법으로는 결정 구조의 차이를 보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다형체 별로 이온화 정도에 따른 LIBS 신호 세기의 차

이를 확인하였고 이는 밀도의 차이로 인한 입자 당 흡수 에너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LIBS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다형체 구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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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pplication of the laser spectroscopy and the 
performance enhancement

Dae Hyoung Kim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pplication of magnetic field in controlling the charged particles of 

the laser induced plasma is considered. The magnetic field effects as 

well as the ambient pressure are the key factors for determining the 

electron density of the plasma. Two different laser energies and the 

pressure range between 760 torr and 10 torr are used when focusing a 

Nd:YAG laser beam (1064 nm, 6 ns) onto the metal samples where the 

applied magnetic field varied between 0.1 and 0.5 tesla. At 760 torr, 

the plasma signal enhancement was obtained in the presence of 

magnetic field when the laser energy was low. With a lowered pressure 

however, the signal enhancement due to a magnetic field was achieved 

regardless of the laser energy. The enhancement of the signal is related 

to the electron density and the high frequency instability which are 

controlled by the ambient pressure and magnetic field intensity. 

Additionally in this paper, a feasibility of the LIBS-Raman combined 

system is suggested for analysis of the polymorphs. CaCO3 and CaSO4 

polymorphs were used for LIBS-Raman combined system. The 

distinguishability of the polymorphs with the only LIBS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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