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니트로아로마틱 계열 폭발물

감지에 관한 연구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멀티스케일기계설계

홍 문 철



- i -

초   록

   본 논문은 고유의 기계적 진동 주파수를 갖는 수정판

(Quartz Crystal) 표면의 물리적 흡착에 따른 진동 주파수 

편화로 질량을 측정하는 수정진동자저울(Quartz Crystal 

Microbalance)의 원리와 화학적 수소결합을 기반으로 니트로아

로마틱(Nitroaromatic)계열의 폭발물을 감지하고 반응 메커니

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폭발물을 감지하는 

주요 표적물질인 2,4–Dinitrotoluen(DNT)과 선택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질로 Sufonated tetrafluoroethylene

을 선정하였고 두 물질의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수정판 표면

의 흡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제 폭발물인 2,4,6-Trinitrotoluene 

(TNT)의 감지 실험 결과 높은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기존에 니트로아로마틱 계열 폭발물 감지에 사용되었던 

친핵성 방향족 치환반응(nucleophilic aromatic substitution 

reaction)과 유사한 반응인 Meisenheimer complex 메커니

즘의 경우 감지는 가능하지만 일회성인 반면에, 본 연구에서

는 수소결합에 의한 반응을 이용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감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감지시에는 수 ppb 수준 감지한도를 갖는 반복적인 주파수

의 변화가 식별되었고 감지범위를 벗어날 경우 주파수가 회

복되어 재감지가 가능하였다. 이후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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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실험도 진행되었

으며 보완해야 할 여지는 남아있으나 상용화 되어 있는 유사한 

감지장비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 nitroaromatic, explosive, sensor, sulfonated 

tetrafluoroethylene, quartz crystal microbalance

학  번 : 2015-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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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니트로아로마틱 계열 폭발물은 대인지뢰, 대전차지뢰와 같이 군에서 

사용되는 폭약과 더불어 최근 테러집단에서 사용하는 급조폭발물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로 인하여 2명이 한쪽발목 및 두 다리가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폭발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이때 사용된 목함지뢰 또

한 니트로아로마틱 계열의 2,4,6-Trinitrotoluene(TNT)를 200g 넣어 

만드는 급조폭발물의 일종이다. 또한 비무장지대에서는 과거 6·25전쟁 

당시에 유실되고 회수하지 못한 각종 지뢰가 산재되어 있고 홍수나 산사

태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동되어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

고 있다.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확인 지역 수색시에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비가 크고 무거우며 감지

방법 또한 금속탐지로 우선 매설 예상지역을 한정한 후에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경량화, 소

형화 된 장비를 니트로아로마틱 계열 폭발물의 니트로 그룹을 이용하여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감지가 가능하도록 개

발하였고 이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실제 환경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기술개발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은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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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군에서 사용되는 무기체계의 첨단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무인화 

로봇에 필요한 후각센서 역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후각센서의 원리를 자

연계의 생물체를 조사함으로써 감지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까지 가능한 영

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단계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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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Materials and Methods 

 1. 가스형태 후각기관 조사

소형화되고 높은 감도를 가지는 후각센서를 구상하기 위해서 진행된 

자연계에 존재하며 민감한 후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다. 수많은 후각정보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분류하

고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기본적인 감지원리부터 

이를 이용한 의사소통까지를 포괄하는 후각센서를 구상하는데 도움을 얻

었다. 수많은 생물체 중에서 나방과 개미, 초파리가 일종의 페로몬을 통

한 의사소통과 더불어 이를 위해 민감한 후각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자세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지나방류와 같은 자생 나방 개체군들에서 성 페로몬은 너무 민감해

서 수컷들은 수마일 떨어져 있는 암컷 나방들도 감지할 수 있다. 날개를 

편 길이가 2∼3mm정도인 작은 곤충이지만 10km 밖(100m 달리기를 

100번 뛴 거리)에서도 냄새를 맡고 암컷을 찾고, 공기분자 1조개 중에 

암컷의 페로몬 분자가 1개만 있어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10]. 누에나

방의 암컷은 성 유도 물질인 봄비콜(bombykol)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공기 중에 낮은 농도로 희석되어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  그러면, 멀리 

있는 수컷의 촉각에 특별히 봄비콜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약 4,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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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되는 후각 수용기에 다다르게 된다. 실험에 의하면 수컷은 밤중에 4 

킬로미터 밖에서도 암컷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한다[10].  

그림 1. 나방 더듬이 구조[10]

개미가 냄새길을 그릴 때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일종의 페로몬

(pheromone)이다. 개미가 만드는 페로몬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잎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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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미의 페로몬 분비 기관(좌)과 시간에 따른 페로몬 냄새의 범

위변화(우)[11]

개미의 냄새길 페로몬은 독침샘에서 분비되며, 그 화학구조가 매우 복잡

하다(methyl-4-methyl-pyrrole-2-carboxylate). 그런데 이 페로몬

은 무척 민감하게 작용해서 1mg 정도의 적은 양으로도 지구를 세 바퀴

나 돌만큼 긴 냄새길을 만들 수 있다. 또 휘발성이 대단히 강해 불필요

한 행동을 줄일 수 있다. 개미는 터의 경계를 표시하는 일, 그리고 먹이

나 침입자를 발견한 곳을 알리는 일 모두를 불과 몇 가지의 간단한 화학 

단어들을 적절히 조합해 만들어낸다[11].

초파리에서는 대표적 감각기관으로 안테나와 maxillary palps라 불리

는 두 기관이 후각기능을 담당한다. 안테나와 palps 모두 1쌍으로 이루

어져 있는데 각 안테나에는 감각섬모라고 불리는 미세한 섬모모양의 

sensilla 내에 후각을 감지하는 신경세포들이 들어 있다. 각 섬모의 곁 

층은 cuticle이라는 딱딱한 층으로 뒤덮여 있고, 이곳에 작은 구멍들이 

있어 외부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즉 후각자극제들이 

통과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Cuticle 층 내부에는 후각감지 신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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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확장된 구조를 갖고 있는 수지상 돌기가 존재하고 이곳에 후각감

지 수용체들이 존재한다. 공기 중을 통해 cuticle 층을 통과한 후각자극

제들은 lymph space라고 불리는 수용액 층을 통과하여 수지상 돌기에 

발현되어 있는 후각감지 수용체에 결합하여 후각감지 신경세포를 자극하

게 된다. 후각자극제의 결합에 의해 후각감지 신경의 기본적 활성에 변

화가 생기게 되고 후각감지 신경세포의 활동전위의 활성에 변화가 생겨 

외부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행동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12]. 

그림 3. 초파리 후각 기관 및 원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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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곤충들의 후각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정한 기체기반 물질에 

대해 화학적인 방법으로 선택적인 반응이 가능하고 일회성이 아닌 반복

적인 감지가 가능한 소형화된 감지센서를 구상할 수 있었다. 이 감지센

서의 표적물질은 기본적으로 확산의 영향을 덜 받는 고분자 물질이면서 

군에서 활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폭발물인 TNT로 Aromatic structure

의 기본구조와 나이트로그룹을 포함한다. 이러한 폭발물을 기체형태에서  

선택적으로 감지가 가능하도록 반응물질을 Sulfonated tetrafluoro- 

ethylene로 선정하였고 수정미소저울 원리를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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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탐지원리

기본적인 탐지원리는 고유의 기계적 진동 주파수를 갖는 수정 결정판

(Quartz Crystal) 표면의 물리적 흡착에 따른 진동 주파수 편화로 질량

을 측정하는 수정미소저울(Quartz Crystal Microbalance) 원리를 이용

하였다[3]. 대신 물리적 흡착을 화학적 결합을 통해 실현하며 그림 4 

과 같이 수정결정판 표면에 감지물질인 ST를 코팅하면 선택적으로 폭발

물과 반응하여 주파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림 4. QCM 감지 원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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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ulfonated tetrafluoroethylene(Nafion)

폭발물을 감지하기 위한 감지물질인 Nafion은 E. I. DuPont 기업에

서 생산되며 tetrafluoroethylene (TFE)와 perfluorinated vinyl ether 

와의 공중합으로 제조된다[4]. 아직까지 명확한 Nafion의 구조는 밝혀

져 있지 않지만 기존 연구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Nafion 구조[4]

Nafion은 이온 집합체, 주사슬, 곁사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수성부분인 CF2와 친수성부분인 SO3H와의 상 분리가 잘 일어나고 고

분자 사슬이 유연하기 때문에 이온 집합체가 형성되기가 쉽다. 그리고 

불소 그룹의 큰 전기음성도로 인해 전자를 당기는 효과가 커서 술폰산이 

해리되었을 때 안정화 됨으로 해리도가 상당히 높다. Nafion 내 수분이 

이온결합체 뿐만 아니라 주사슬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건조한 상황에서도 

제한적이지만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다. Nafion 주사슬에 물이 존재하는 

것은 IR, NMR 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으며 고분자 주사슬의 유리전이 온

도가 완전 가습시보다 건조시가 더 높은데, 유리전이 온도를 낮추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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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물이 하기 때문에 이온 집합체뿐만 아니라 소수성의 주사슬에도 수

분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에탄올로 처리한 후 건조시킨 Nafion 이 물로 처리한 후 건조한 

Nafion 보다 이온 집합체 크기가 더 작고 에탄올로 처리했을 경우 물로 

처리했을 때보다 이온 집합체 수는 감소하고 이온 집합체의 분포가 균일

하게 된다. 따라서 수정판 표면의 균일한 분포를 형성하기 위해 Nafion 

코팅시에는 에탄올을 이용하여 희석시킨 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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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eisenheimer complex와 문제점

Meisenheimer complex는 다양한 폭발물 감지 연구에서 높은 전자

음성도를 가진 물질과 nitroaromatic 폭발물의 특징적 반응의 결과물로 

소개되어져 왔다[2][5]. DNT와 같은 방향족 구조는 높은 음전하성을 

가진 나이트로기의 존재로 인해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띄게 되며 ST 구

조 중 술폰그룹의 강한 전기적 음성도가 그림 6과 같이 nitroaromatic 

구조와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DNT의 양성적 전하를 띄는 방향족 고

리가 ST의 술폰그룹에 의해 반응하면서 새로운 공명구조를 가진 

Meisenheier complex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반응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이온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건조한 상황에서도 반응이 

가능하다는 기존 연구가 있었다[2]. 하지만 문제점은 meisenheimer 

complex 자체가 공유결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처리를 거치

지 않고 건조한 환경에서 ST의 술폰 그룹이 활성화 되는 것은 실질적으

로 제한이 된다. 또한  meisenhiemer complex 자체는 특별한 과정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중간체가 매우 안정하여 반응이 진행되거나 초기 상

태로 회복되기 힘들다. 단순히 친핵성 치환반응 (Nucleophilic aromatic 

substitution reaction) 으로 가정하더라도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타

겟물질과 반응하면서 주파수가 변화되었던 것이 다시 초기 수준으로 회

복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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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eisenheimer complex mechanism between ST and 

DNT[2]



- 13 -

 5. Reaction mechanism

ST와 DNT 사이에 가능한 반응 메카니즘은 기존 연구에 나온 

meisenheimer complex 생성반응, DNT의 –meta 부분과 ST의 술폰화 

그룹간의 공유결합, 그리고 그림 7와 같은 수소결합이 가장 유력한 반응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 3가지 반응을 한정시키기 위해서 1,3- 

Dinitrobenzene(DNB), 5-nitro-1,2,3-trimethoxybenzene(NTMB) 

두 가지 물질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7. ST와 DNT의 수소결합 메카니즘

1,3-Dinitrobenzene(DNB)은 니트로 그룹의 전기음성도가 크고 이 

때문에 –meta 부분이 전기적으로 양전하성을 띄게 되는 것이 특징인 물

질로, 이를 통해서ST와 DNT 메틸기 부분간의 반응 여부를 알 수 있다. 

반응 실험 결과 그림 8와 같이 DNT와 동일한 주파수 변화 및 회복을 

보였다. 이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meisenheimer complex 반응이 아닌 

–meta 부분으로의 공유결합 혹은 니트로그룹과의 수소결합을 통해 반응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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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NB 및 DNT 반응 실험 결과

5-nitro-1,2,3-trimethoxybenzene은 그 구조 및 methoxy 그룹으

로 인해 니트로그룹의 음성도가 강조된 물질로 그림 9와 같이 주파수 

변화 및 회복 여부가 진행되는 것을 통해 공유결합보다 수소결합으로 진

행되며 상대적으로 약한 결합력과 수중의 수분 등으로 인해 주파수가 다

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5-nitro-1,2,3-trimethoxybenzene 반응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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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그림 7과 같이 수소결합을 통해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소 결합은 폭발물 감지를 위한 케미컬 센서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Meisenheimer complex는 아로마틱 구조

를 가지는 폭발물만 감지 할 수 있다면 수소결합은 이를 포함하여  대부

분의 니트로 그룹을 보유한 폭발물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2][8]. 

니트로 그룹 계열 폭발물은 지뢰뿐 아니라 대부분의 각종 폭발물에 사용

된다[5]. 이렇게 아로마틱 구조뿐만 아니라 니트로그룹을 포함한 폭발물

에 대한 감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NT와 RDX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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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Results and discussion

 1. Test setup

QCM원리를 이용한 감지기는 그림 11과 같이 회로가 구성되며, 

positive-feedback 서킷과 수정결정판 oscillator가 포함되어 있고 

Oscillating 서킷은 인버터를 이용하였으며 주파수는 12-stage counter

를 연결하여 측정된다. 그림 10과 같이 제작된 감지기를 통해 측정된 

주파수는 LCD 화면에 표시되며 블루투스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되어 

Labview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다[2].

그림 10. 개발된 휴대용 감지기[2]

감지기에는 10mm의 직경과 0.2mm 두께의 QCM이 사용되었으며 

수정결정판은 DI water,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에탄올로 10배 희석된 ST용액 10 ul를 떨어뜨리고 상온과 오븐(70도)

에 각각 5시간, 10시간 건조하여 ST막을 코팅한다. TNT 및 RDX에 대



- 17 -

한 감지 실험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실험실 환경에서만 진행되었으며 시

약병에 일정한 양(20g)을 담고 측정하였다. 

그림 11. 휴대용 감지기 감지기 논리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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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NT, RDX 감지 결과

DNT는 자체의 증기압이 TNT보다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일반 환

경에서 반감기가 DNT는 25일 TNT는 1일이 걸리는 등의 특징을 고려

하면 폭발물을 감지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분명하다[6][7]. 하지만 실제 

폭발물을 감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장비의 신뢰성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림 12. TNT bottle 실험 결과

TNT에 대한 반응성을 입증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협조로 획득

한 실제 TNT 분말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시약병에 일정한 양의 TNT

를 넣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 그림 12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기존 

DNT 결과와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신호는 작지만  TNT의 증기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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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x  mmHg로 DNT의 증기압 2.63 x 10-4mmHg보다 50배 가량 

작은 것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신호임을 알 수 있다[6].  TNT병의 농도

를 최대 1ppb로 고려할 경우 감도는 6.1Hz/ppb 그리고 감지한계는 

0.442ppb로 나타난다.

수소결합 메카니즘을 이용하면 아로마틱 구조를 가지는 폭발물뿐만 

아니라 니트로 그룹을 가지는 폭발물을 감지할 수 있다. RDX는 증기압

이 4.1 x  mmHg로 TNT보다 1000배 가량 작지만 같은 질량(20g)을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그림 13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감지되는 주파수의 변화폭은 DNT, TNT, RDX 순으로 보여졌으며 

RDX와 DNT는 최대 3배의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 센서를 이용

하면 아로마틱 계열 폭발물 뿐만 아니라 니트로 그룹을 가지는 폭발물도 

제한적이지만 감지가 가능하다.   

그림 13. DNT, TNT, RDX 감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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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유사 기술 및 비교

IMS(Ion Mobility Spectrometry)는 미국 공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부피 대 전하 비(size to charge ratio)에 따른 

물질 분리 원리를 사용한다. 1회 분석시 10초 이내 시간이 소요되고 

1ppb 이하의 감도, 소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

천만원대의 높은 제작비용과 분석 전 시료 체취 시간이 오래 걸려 연속

적인 감지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14. IMS의 작동원리(좌). 전형적인 이동형 IMS 시스템. Ni-IMS- 

Portable (G.A.S사, 독일)(우).

GC(Gas Chromatography)는 시료와 고정상 간의 흡착평형 차이에 

따른 분리를 이용한 장비이다. ppb단위의 높은 감도와 측정값에 대한 

높은 신뢰도, 소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천만원~억 

단위에 비싼 가격과 측정에 필요한 시료가 다량 요구되고 1시간 이상 

분석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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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모식도(좌). 이동형 가스크로마토그래

피. Voyager (Photovac사. 미국)(우).

AFP(Amplifying Fluorescent Polymer)는 폭발물 분자의 흡착에 

따라 형광의 세기가 변하는 특수 고분자를 사용한 장비이다. 현존하는 

이동형 폭발물 감지 장치 중 최고의 감도를 가지고 있다. 실험실 환경에

서 ppq수준까지 감지가 가능한데, 이는 현장에서의 탐지견과 비교가 가

능한 수준이다. 

그림 16. 폭발물 감지용 특수 고분자(좌). AFP 폭발물 감지 장치(FIDO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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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폭발물 감지센서들과 비교했을 때 

감지한도 및 선택성, 분석시간, 크기(휴대성)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우수한 수준의 감지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실시간에 가

까운 감지시간과 소형화, 그리고 감지수준은 비록 산악지형과 같은 개방

형 공간에서는 다소 미흡할 수 있으나 공항, 건물 등과 같은 폐쇄적인 

지형 또는 사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구 분 IMS GC AFP 개발센서

감지한계 10 ppm ppb 이하 ppq ppb

선택성 대부분 물질 대부분 물질 TNT TNT, RDX

분석시간 4~10초 1시간 이상 실시간 실시간

반복성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센서크기 m m cm cm

표 1. 고성능 상용화 장비와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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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수정미소저울 감지원리를 기반으로 ST를 감지물질로 선정하여 폭발

물 감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연구에서 동일한 원리를 이용한 

감지결과 DNT에 대하여 1~100 ppb 농도 범위에서 전체적인 감도는 

-0.073 Hz/ppb로 나왔으며 0~2ppb 농도 범위에서는 -0.44 Hz/ppb

로 높은 감도와 고신뢰성의 DNT 감지 능력을 보였다[2]. 하지만 실제 

폭발물에 대한 감지실험이 부재하였고 ST와 폭발물간의 반응 메커니즘

에 대한 입증과정이 부족했으며 실험결과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였

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폭발물을 구성하는 TNT를 

6.1Hz/ppb의 감도로 감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며 RDX도 제

한적으로 감지가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T의 명확한 화학 구조

에 대해 의문은 남아 있으나 기존 연구자료 분석과 실험적 방법을 통해 

폭발물과 수소결합을 기반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수소 

결합은 건조한 환경에서는 감지가 가능하지만 습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폭발물 감지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추가적인 선택적 반응 여

부를 증명할 실험들이 필요하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ST가 기능화되어진 소형화 QCM 감지기는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감지 능력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를 이

용한다면 실제 환경에서 숨겨진 폭발물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개발의 가

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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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ction of Nitroaromatic Explosives 

using Hydrogen bond with Quartz 

Crystal Microbalance

Mooncheol Hong

WCU Multiscale Mechanical Design

Dept. of Mechanical & Aerospace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quartz crystal, known as an oscillating element in electric 

circuits, vibrates with its mechanical resonance frequency. 

Therefore, a quartz crystal microbalance (QCM) sensor relies on 

shift in a resonance frequency by physical adsorption. With QCM 

sensor, it is possible to measure nitro aromatic molecules in 

order to detect the explosives composed of nitro group such as 

2,4,6- trinitrotoluene (TNT), and 1,3,5-Trinitroperhydro 

-1,3,5-triazine(RDX). The detection becomes possible by 

hydrogen bond that is widely used to optical sensor for 

explosives detection. By using the hydrogen bond, which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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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reaction between nitro group of explosives and 

sulfonate group of sulfonated tetrafluoroethylene (ST), ST was 

selected as the sensing material and coated on the surface of 

quartz crystal. With the ST and QCM setup, TNT and RDX can 

be detected with ppb level of the limit of detection.

keywords : Nitroaromatic, explosives, sensor, nafion, QCM

Student Number : 2015-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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