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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LIBS를 이용한 depth profiling 데이터로부터 암석

의 성분과 환경의 성분을 각각 양의 스펙트럼과 음의 스펙트럼으로

분리하는 분석 기법들을 개발했다. 암석들은 각각 처한 환경에 의해

표면에 특정 성분들이 쌓이게 된다. 그 작은 입자들로부터 그 환경

의 암석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였다. 연구 결과, 암석은 노출

된 환경에 따라 스펙트럼이 달라졌다. 하지만, 한 지점에 여러 번의

레이저를 쏴 표면을 삭마 시키게 되면, 환경 성분이 사라지고 본래

의 암석의 성분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첫번째 스펙트럼에 환

경의 영향이 드러나게 되고, 그이후로 점점 환경의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 이 점으로부터, 첫번째 스펙트럼으로 환경에 따라 암석들을

분류하고, 그 환경이 어떠한 원소들을 가지는지 알아낼 수 있을거라

고 생각되어졌다. 하지만, 첫번째 스펙트럼 이더라도 환경과 암석의

신호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환경의 성분을 추정하기가 매우 힘들

었다. 즉, 사라지는 환경의 요소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depth

profiling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Depth profile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한 파장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파장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파장에 대한 트렌드를 구해, 스펙트럼으로 나

타내는 방법 4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것들은 파장에 따른 신호 세기

의 변화율을 누적한 방법 delta analysis 1, 2와 마지막 신호에서 첫

번째 신호 세기를 뺀 방법 differential anylsis와 레이저 횟수에 대

한 신호 세기의 선형 근사 기울기를 이용한 방법 slope analysis 이

다. 이 과정을 거친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환경의 성분과 암석의 성

분을 분리하여 한 번에 볼 수 있었다. 또한 제안된 방법들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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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하기 위해 계산된 스펙트럼들을 주 성분 분석법에 적용하여,

양의 스펙트럼은 암석의 성분을 음의 스펙트럼은 환경의 성분을 분

석하는데 사용 되었다. 그 결과 slope analysis를 사용하여 얻은 스

펙트럼이 가장 큰 성능을 보였으며, 이것으로부터 암석과 환경의 독

립적인 성분 분석이 가능해졌다.

주요어 :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 (LIBS), 환경 인자,

암석 성분, 깊이 분석, 주 성분 분석법

학번 : 2016-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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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동기

암석 표면에는 그 지역의 환경 변화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암석

은 주위의 환경에 의해 표면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를 겪는다.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에 의해 움직이는 미립자도 표면에 축적된다.

암석 표면은 그 지역의 풍부한 원소 조성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

다.1 그러므로 암석의 표면은 과거 또는 현재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2-8 그 예로,

우주 탐사에서의 암석 표면 조사는 또한 미생물 발견9과 물의 발견10

을 판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대부분의 암석은 암석 내부와

다른 구성 요소를 표면에 가지고 있다. 내부 성분은 순수한 암석 물

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양한 환경 조건의 영향으로 외부 성분이

바뀔 수 있다. 암석의 표면에서 내부로 깊어질수록 더 많은 환경 적

영향이 사라지고 암석의 순수한 물질이 나타난다. 이것은 암석 표면

에 환경 성분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1.2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 및 타 기술 소개

X 선 형광 분광법 (XRF),11 X 선 회절 법,12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법,13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 분광법 (ICP-MS)14 등 여러 기

술이 암석 분석에 사용되어왔다. 또한 라만 분광학은 암석의 분자

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기술이다.15,16 이러한 기술의 정확성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시료를 실험실에 가져 오기 전에 시료를 준비하는

것은 가장 큰 단점이다. 또한 이러한 잘 알려진 기술은 표면 제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표면 깊이 분석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 (Laser-Iinduced Brea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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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scopy, LIBS)은 다중 원소 화학 분석에 사용되는 원자 방출

분광법이다. 펄스화 된 고 에너지 레이저가 타겟 물질에 집중되면,

표면의 높은 에너지 밀도는 수 나노초 내에 플라즈마를 생성한다.

플라즈마 내의 원자들과 이온들은 물질의 원자 조성에 관한 정보를

갖는 특징적인 파장을 방출 한다. 이 방출 된 빛을 측정함으로써 물

질의 구성 성분을 분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LIBS 기술은 고고학,17

지구 화학,18 우주 과학19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어왔다. 게다가 LIBS 시스템은 비 실험실 실험이나 현장 조

사에서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소형 휴대용 도구에 통합 될 수 있다

.20 LIBS는 미세 입자 탐지 능력이 뛰어나고, 높은 감도를 가지고있

다.21-24 LIBS는 암석 표면을 제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에서 다중 원소 깊이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25,26

1.3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 의 응용사례

화성 탐사선 Spirit호는 화성의 암석 표면에서 암석 성분과 다른

암석 코팅을 발견했다.27 Chemcam은 화성에서 레이저 샷에 의해 암

석 표면의 깊이에 따른 원소 구성의 변화를 측정했다.28 실제로, 암

석 표면에서 높은 망간 함량이 발견되었다.29 Chemcam의 LIBS 데

이터에 따르면 처음의 1-5 레이저 샷은 그 이후의 샷에 대해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30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레이저 샷은암석 표면

에 부착 된 화성의 먼지 또는 토양의 성분일 확률이 크다.30 따라서

암석 표면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는 그 지역의 환경의 특징을 나타

내는 것이며, 이 환경에 따라 지역을 그룹화하는 것이 가능할것이라

고 생각된다. LIBS를 이용하여 문화 유산의 물질에 대한 분해 메커

니즘을 조사하였고, 물질 표면의 Fe와 Mn의 피크 강도가 체계적으

로 감소 함을 확인 하였다.31 화성의 암석 표면에 대한 연구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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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되었다.32-33 따라서 암석 표면을 측량하는 것

은 알려지지 않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

나 단일 레이저 스펙트럼에서는 내부 및 외부 구성 요소가 혼합되

어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어렵다. 또한 내부 및 외부 구성 요소가 점

차 변화하기 때문에 수백 가지의 스펙트럼들을 분석해야 한다는 어

려움이 있다. 내부 및 외부 성분을 분리 할 수 있다면 시간과 노력

을 줄이면서 환경 요인 및 암석 성분을 정밀하게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1.4 연구 개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BS를 이용한 깊이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

로 암석 성분과 환경 인자를 양 및 음의 스펙트럼으로 분리하는 네

가지 기법을 제시한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알려지지 않은 환경 요

인 및 암석 성분을 독립적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레이저가 한 지점

에서 연속적으로 조사 될 때 소량의 표면 물질이 제거된다. 그러면

표면의 환경 효과가 사라져서, 암석의 구성 성분이 드러난다. 이것

은 연속적인 LIBS 스펙트럼에서 피크의 신호 세기 변화로 나타난

다. 레이저 샷의 수가 증가할수록 환경 성분의 신호 세기는 점차적

으로 감소하는 반면, 암석 성분의 신호 세기는 점차 증가한다. 따라

서 우리는 깊이 분석 과정에서 얻은 여러 스펙트럼에서 각 파장의

신호 세기의 변화를 조사했다. 신호 세기의 추세는 경향 값이라고하

는 각 파장에서 단일 양수 또는 음수 값으로 표시되므로 일련의 깊

이 분석을 나타내는 새로운 스펙트럼을 생성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스펙트럼은 음수 값을 갖는 외부 구성 요소와 양수 값을 갖는 내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양의 스펙트럼은 깊이에 따라 신호 세

기가 증가하는 파장으로, 암석 성분을 나타낸다. 음의 스펙트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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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에 따라 신호 세기가 감소하는 파장으로, 환경 인자를 나타낸

다. 스펙트럼의 각 파장의 경향 값의 큰 크기는 신호 세기가 깊이에

따라 급격히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과 암석의 성분은 이 두 스펙트럼에서 쉽게 발견 될

수있다. 이 실험에서 암석은 노출 된 환경에 따라 다른 스펙트럼을

보였다. 우리는 새로운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다섯 가지 암석에 대

해 네 가지 환경 조건 (해수, 유기 기름, 산성 및 공기를 대조군으로

하는)의 고유의 영향을 조사했다. 해수는 금속 원소 및 염을 포함한

바다의 존재를 나타내며, 유기 기름은 탄소를 기반으로한 유기물의

존재를 시사 할 수 있다. 산성 환경은 그 지역의 산성도와 대기 및

유체 조건을 알 수 있으며, 인간의 거주 환경이 될 조건을 알아낼

수 있다. 공기 조건은 나머지 세가지 환경 조건과 달리 공기중에 노

출 시킴으로써 대조군의 역할을 한다. 제시된 분석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이 스펙트럼들은 주성분 분석법 (PCA)에 적용되었

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네 가지 제안 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연

속적인 레이저 스펙트럼으로부터 암석 성분 및 환경 성분의 정보를

성공적으로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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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장비 및 방법

2.1 실험 장비

레이저 분광을 위한 장비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 시스템

(RT250-Ec, Applied Spectra Inc.)이 사용되었다. 이 장비는 1064

nm 파장의 Q-switched Nd : YAG 레이저가 탑재되어 있으며, 5-7

ns의 펄스 지속 시간을 가진다. 레이저 펄스 에너지는 20 mJ/pulse

로, 반복률은 2 Hz로 설정 되었다. 지연 시간은 1㎲, 게이트 폭은

1.05ms 인 6 채널 CCD 분광기를 사용하여 190nm에서 1040nm 범

위의 스펙트럼을 얻었다. 분광기의 분해능은 0.10 nm에서 0.12 nm

이다. 샘플은 X-Y-Z 스테이지에 장착 된 챔버안에 위치한다. 챔버

는 레이저가 투과할 수 있는 석영으로 제작되었다. 스테이지는 챔버

가 X, Y 및 Z 축에서 300mm 범위 내에서 매우 정교하게 움직이도

록 조종 할 수 있다. 초점 길이가 100mm 인 코팅되지 않은 석영

렌즈를 사용하여 레이저를 집중 시켜 플라즈마를 발생 시켰다.

LIBS 스펙트럼 세기가 최대가되도록 샘플 표면의 거리를 조정하여

실험이 진행 되었다. 생성 된 플라즈마 광은 초점 거리 100mm의

초점 렌즈를 통해 레이저 빔과 30 °의 각도로 광섬유로 집광되었고,

수집 된 빛은 분광기로 전달되었다. 암석 샘플을 세척된 알루미늄

판에 놓여져 실험되었다.

2.2 실험 방법

실험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 번째로,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은 LIBS 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Quartz의 표면

50개의 점에 레이저 한 펄스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그 스펙트럼은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암석과 비교 되었다. 두 번째로, 깊이에 따른

LIBS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해 각 암석의 표면 1개의 점에 100번

의 레이저 펄스가 연속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을 depth profiling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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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암석 표면 5개의 임의의

점에 대해 depth profiling이 반복되었다. 1번째 스펙트럼부터 100

번째 스펙트럼은 4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 한 개의 대표 스펙트럼으

로 변환 되었다. 그리고 5개의 지점의 대표 스펙트럼을 평균냈다.

2.3 실험 샘플 및 환경

이 실험에서 5개의 암석 샘플이 사용 되었으며, 암석의 구성은 표

1에 나와있다. 이 암석들은 샘플의 다양성을 위해 각각 다른 성분을

가진 암석들로 선정되었다. 각 암석들은 한솔 교육사에서 구매되었

다. 암석의 크기는 약 4 cm x 4 cm x 4 cm이고, 각 암석은 약

95%의 주 성분을 가지며 5%의 불순물을 가졌다.

4가지 환경 조건은 다음과 같이 준비되었다. 모든 암석들은 실험전

에 증류수에 의해 세척되었다. 첫 번째 환경인 해수(NaCl) 환경을

만들기 위해, 150 ml의 증류수에 소금이 첨가되어 지구 평균 해수의

농도인 3.5% w/w로 맞추어졌다. 두 번째 환경인, 유기 기름 환경은,

원유와 성분이 유사한 경유가 사용되었다. 경유는 25%의 포화 탄화

수소와 75%의 아로마 탄화수소로 이루어 졌다. 경유의 원자 구성은

83-87% C, 10-14% H, 0.1-2% N, 0.1-1.5% O, 0.5-6% S, 0.1% 이

하의 금속으로 이루어졌다. 질량 분율은 83-87%의 탄소와 10-14%

의 수소로 이루어 졌다. 세 번째 환경인 산성 환경은 황산 용액은

pH 4 의 (H2SO4)로 이루어졌다. 모든 암석들은 세가지 용액에 각각

24시간동안 담궈지고, 건조되었다. 건조환경은 온도 25 ˚C에 상대

습도 25%이다. 대조군으로써, 5가지 세척된 암석은 48시간 동안 공

기중에 노출되었다. 5가지 암석은 4가지 환경에 노출된후, LIBS 스

펙트럼이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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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암석 샘플의 화학조성

2.4 주 성분 분석법

우리는 제안된 4가지 방법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 양의 스펙트럼

과 음의 스펙트럼 으로 나누어 주 성분 분석법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에 적용하였다. PCA는 고차원의 데이터

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환원시키는 통계적 기법이다.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를 한 개의 축으로 사상시켰을때, 그 분산이 가장 커지는 축

을 첫 번째 주성분, 두번째로 커지는 축을 두 번째 주성분으로 놓이

도록 새로운 좌표계로 데이터를 선형 변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본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분들로 분해함으로써, 샘플들을

시각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Score plot은 샘플들을 pc축

상에 나타냄으로써 차이가 있는 샘플들끼리 떨어뜨려 분포시키는

것이다. Loding plot은 각 PC마다 어떠한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scopr plot을 작성하는 기준이 된다.

  
Mineral

  
Formula

  
Quartz

  
SiO2

  
Azurite

  
Cu(OH)2(CO3)2

  
Galena

  
PbS

  
Calcite

  
CaCO3

  
Magnetite

  
Fe3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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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지의 암석의 환경 추정 기법

3.1 순수 암석 샘플 분석

순수한 암석만의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 암석 샘플들은 증류수에

세척되어 건조되었다. 각각의 암석마다 5점에 대해 레이저를 조사하

여, LIBS 스펙트럼을 얻었다. 5가지 암석의 스펙트럼은 그림 3.1에

나와있다. 각각의 스펙트럼은 장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5개의 데

이터가 평균되어졌다. 이 스펙트럼들은 최대값을 1로 하여 정규화되

었고, 각 스펙트럼마다 2 만큼 오프셋 되었다. X 축은 파장을 나타

내며, Y 축은 오프셋된 인텐시티를 나타낸다. 스펙트럼에는 암석의

주성분 피크가 표시되어 있다.

그림 3.1 암석 샘플의 LIBS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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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anl Institue of Standard and Technology (NIST)의 데이터 베

이스에 의하면, 암석 주성분의 파장은 Quartz에서 Si (288 nm, 634

nm) and O (777 nm), Azurite에서 Cu (510 nm, 521 nm), Galena에

서 Pb (368 nm, 405 nm, 500 nm), Calcite에서 Ca (393 nm, 487

nm, 526 nm, 558 nm), Magnetite에서 Fe (373 nm, 495 nm) and O

(777 nm)이며, 표3.1에 나타나 있다.

표 3.1 암석 샘플의 대표적인 파장

  
Mineral

  
Main peaks

  
Quartz

  
Si   (288.149 nm), Si (634.565nm),

O (777.298   nm)

  
Azurite

  
Cu   (510.543 nm), Cu (521.754 nm)

  
Galena

  
Pb   (368.370 nm), Pb (405.880 nm)

Pb   (500.553 nm),
  
Calcite

  
Ca   (393.376 nm), Ca (487.788 nm)

Ca   (526.988 nm), Ca (558.844 nm)
  
Magnetite

  
Fe   (373.529 nm), Fe (495.713 nm),

O (777.298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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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암석의 환경에 의한 요인 분석

4가지 환경에 의한 암석 스펙트럼의 변화를 측정하기위해, 각 암석

을 환경 조건에 노출시킨 후 LIBS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각 환경

에 대한 암석 샘플의 첫 번째 LIBS 스펙트럼이 그림 3.2에 나와있

다. 만약 4가지 환경 조건에 의한 영향이 다르다면, 같은 성분의 암

석이라도 환경 조건에 의해 구분되어 질 수 있다. 그래서 4가지 환

경 조건에 노출된 Quartz에 대해 PCA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 LIBS

스펙트럼은 암석이 노출된 환경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처음의 몇

번의 LIBS 스펙트럼을 분석 하는 것은 암석들을 어떠한 환경에 노

출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동일한 암석성분을 가지지만

다른 성분을 가진 환경 인자들이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가

정대로 라면, LIBS 스펙트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3.2 환경 조건에 노출된 Quartz의 첫 번째 LIBS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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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 성분 분석법의 적용

우리는 첫 번째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PCA를 통해 각 스펙트럼을

분류했다. 이들 암석은 조성이 동일하지만 특정 조건을 부여한 후에

Principal Components (PCs)별로 환경 조건에 따라 분류된다. 이는

주어진 환경 조건의 영향으로 인해 각 스펙트럼이 원래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환경을 추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각 LIBS 스펙트럼은 서로 다른 신호 세기의 스케일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LIBS 신호는 레이저 에너지의 작은 변화, 목표 물

질의 표면 상태등 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단위 벡터 정규화를 사용하여

스펙트럼을 균일하게 스케일링하여 분석 성능을 향상 시켰다. 모든

데이터 분석은 정규화 후에 진행되었다. 그림 3.3 (a)와 같은 PCA

스코어 그래프에서 네 가지 환경 조건에 노출 된 Quartz의 스펙트

럼을 3 개의 PC로 그룹화되었다. 이것은 환경에 따라 스펙트럼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환경 분류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림 3.3 (b)는 PC loadings을 보여준다.

PC loadings은 PC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이다. 해수 환경의

스펙트럼은 PC2와 PC3의 양의 측면에 있으며, Na 신호 (588 nm)는

PC2와 PC3에서 양의 loadings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유 환경

의 스펙트럼은 PC1과 PC2의 음의 측면에 위치하고 있다. CN

(388nm)은 PC1과 PC2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지만, PC3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PC3의 양의 측면에 위치한다. 산성 환경은 PC1

의 H 신호 (656 nm)가 양의 loading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C1의

양의 측면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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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3 환경 조건에 노출된 Quartz의 PCA (a) score plot과 (b)

lo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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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Depth profiling

해수에 노출 된 후의 스펙트럼에서 Na, Ca, K 및 Mg와 같은 알칼

리 및 알칼리 토금속의 농도가 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물이 증발되

는 동안 해수의 잔류 물이 암석의 표면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경유 환경의 스펙트럼에서 CN (388 nm)가 나타났다. 이것은

탄화수소 연료의 C와 대기 중의 N2의 결합 때문이다. 황산의 스펙

트럼에서 H (656 nm) 신호는 매우 높은 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LIBS 스펙트럼이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았으며, 스펙트럼의

차이는 각 환경에 고유 한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것은 환경 성분

이 암석 표면에 남아 스펙트럼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암석의 환경 조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암석 표면의

Na 검출은 암석이 해수 또는 다른 염 상태에 노출 된 것이라 단정

짓지는 못한다. 암석 자체에 Na 원소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깊이에 따른 스펙트럼 분석인 depth profing이 반드시

필요하다.

암석 표면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표면이 레이저에 의해 삭

마되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암석 샘플의 순수한 성분이 표면

아래로 나오게 된다. 따라서 레이저 펄스가 첫 번째 레이저 샷에서

마지막 레이저 샷으로 진행됨에 따라 LIBS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

는 지 분석하였다. Depth profiling을 위해 100 개의 레이저 펄스를

조사했다. 대표적 암석으로 Quartz의 신호 변화가 그림 3.3에 나와

있다. x 축은 레이저 샷의 수이고, y 축은 5 개의 스펙트럼에서 평

균 된 신호 세기이다. 그림 3.3 (a)에서 Quartz의 첫 번째 스펙트럼

에서 Na의 신호가 최대 값을 갖도록 측정되었다. 레이저 조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Na 신호는 약 40 번째 레이저 샷 까지 꾸준히 감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세가지 경우에서는 Na 신호가 상대적으로 낮

았다. 이것은 해수의 NaCl이 표면에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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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번의 레이저 샷 후에 Na의 신호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고, 이

것은 암석 표면의 NaCl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이후의 스펙트럼에서 남겨진 암석의 정보만으로 해수 잔류 물

의 영향없이 암석의 성분만의 정보를 알아 낼 수 있다. 그림 3.4 (b)

와 5 (c)에 나타난 CN과 H에 대한 프로파일에서 동일한 경향이 각

각 관찰되었다. 그림 3.4 (d)에서 Quartz의 주 암석 성분의 신호로서

의 Si 신호는 첫 번째 샷에서 신호의 최저치가 관찰 된 후에 증가하

여 일정한 값을 가졌다. 이것은 암석 성분의 신호 세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a) (b)

(c) (d)

그림 3.4 환경 조건에 노출된 Quartz의 신호 변화 (a)Na, (b)CN,

(c)H, (d)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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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초기 몇 개의 LIBS 스펙트럼이 샘플이 노

출 된 환경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 번 레이저 샷 후에

원래 암석 성분이 나타나 암석의 원자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Depth profiling에서 레이저 샷이 진행되면 스펙트럼 변화가 관찰

되었다. 처음 몇 개의 스펙트럼에서는 환경 정보와 암석 성분 정보

가 동시에 나왔다. 그러나 이후의 스펙트럼에서는 환경 정보가 흐려

지면서 순수한 암석 정보가 나타났다. 이 두 종류의 스펙트럼의 차

이점은 환경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미지의

환경 요인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순수 암석의 LIBS 신호

에 기초하여 이 암석의 조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5 환경 조건에 노출된 다섯가지 암석의 첫 번째 LIBS

스펙트럼을 이용한 분류되지 않은 PC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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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depth profiling 분석은 특정 환경이 미리 알려 지거

나 이전 PCA 로딩과 같은 특정 파장의 신호 세기 변화를 예측할

수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첫 번째 레이저 샷에서 얻은 5

개의 암석 샘플의 LIBS 스펙트럼을 사용한 PCA 분석은 그림 3.5

에서와 같이 다양한 암석 구성 요소와 환경 요인의 복잡성으로 인

해 환경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실제의 탐사 경우에, 환경 조건같

은 요인을 미리 아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련의 연

속적인 스펙트럼으로부터 암석 성분과 환경 성분을 개별적으로 추

출하는 4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3.5 환경 및 암석 성분 분리 기법 제안

3.5.1. Delta analysis 1

이 방법은 depth profling이 진행됨에 따라 각 파장의 강도가 어떻

게 변하는 지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우리는 ΔIk (신호 변화율)

라는 값을 정의하여 k 번째 스펙트럼에서 k+1 번째 스펙트럼으로

각 특정 파장에서 강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결정했다. 그것은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Ik는 k 번째 스펙트럼의 특정 파장에

서의 세기이고, Sn은 ΔIk의 총합이다. 다음 스펙트럼에서 강도가 증

가하면 ΔIk는 양의 값을 갖게되고, ΔIk가 감소하면 ΔIk는 음의 값을

갖게된다.

1k k
k

k

I II
I

+ -D =
(k = 1, 2, …, n-1) 

1

1

n

n k
k

S I
-

=

= Då
(1)

100 개의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있다면, 스펙트럼 사이에는 99 ΔIk

가있을 것이다. 이 ΔIk의 합이 파장에서 신호 세기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 값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분모에 신호 세기 값이 있

기 때문에 이 과정은 모든 파장영역에서 계산되기에는 적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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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크 값 이외의 노이즈 값이 분모에 입력되면, ΔI의 값은 발산

한다. 그러므로 특정 값 이하의 모든 신호를 무시할 수 있도록 노이

값을 설정해야한다. Delta analysis 1에서 노이즈 레벨은 500으로 설

정되었다. 또한 모든 파장의 강도에 대해 ΔIk를 계산하는 대신, 값은

피크에 대해서만 계산된다. 이것은 오로지 스펙트럼의 피크만이 원

자의 성분을 나타내는 의미있는 데이터 이기 때문이다. 피크를 선택

하는 원리는 극댓값 선택하는 원리와 동일하다. 신호 세기가 양쪽의

보다 큰 경우, 파장이 피크로 선택된다.

 따라서 피크에 의해 선택된 값만 ΔIk를 결정하기 위해 계산되었다.

이는 각 파장에 대한 모든 ΔIk의 합인 Sn 값을 도출한다. 스펙트럼

을 그림으로써, 스펙트럼의 형태로 파장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

을 얻을 수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스펙트럼은 그림 3.6에

나와 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해수 환경의 암석 샘플에

서 Na (588.911 nm)의 Sn 값은 양의 값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Na

신호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띰에도 불구하고, 신호 강도가

국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이다. 같은 양이 변하더라도

신호 세기가 감소할때는 감소하기 전의 큰 k번째 신호 세기가 분모

로 들어가게 되어 ΔIk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신호세기가 증가

할때는 상대적으로 작은 k번째 신호 세기가 분모로 들어가게 되어

ΔIk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같은 값이 증가하고

감소하더라도, 최종 Sn값은 양의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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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Delta analysis 1을 이용하여 얻은 Quartz의 환경에 따른

스펙트럼

3.5.2. Delta analysis 2

따라서, 동일한 양이 변할 때, ΔIk의 합이 새로이 정의되어 ΔIk의

합이 0이 되도록 하였다, 식 (2). 분모가 전후 신호 세기의 평균으로

설정되면, 증가 및 감소가 동일한 값을 가질 때 ΔIk의 합이 0이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려진 된 스펙트럼은 그림 3.7에 나와 있으며 여

기서 노이즈 값은 300으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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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암석의 성분이 양의 스펙트럼으로 나오게되었다. 결과적으

로, delta anaylsis 1에서 관찰 된 환경 성분이 양의 값을 갖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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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결되었다. 암석의 성분을 추출하는 것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음의 스펙트럼은 노이즈가 석여서 나오기 때문에 환경 요소를 찾기

가 어려웠다. 이것은 노이즈 값 때문이다. 신호 세기가 감소하면 ΔIk

는 음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강도가 노이즈 값 아래로 감소하면, Δ

Ik는 계산 되지 않고 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Sn

값은 신호 세기가 노이즈 값을 통과 할 때 파장에서 음의 값을 갖

는다. 이 방법은 암석의 구성 요소를 분류 할 수 있지만, 환경 구성

요소를 찾는 데에는 효율적 이지 않았다.

그림 3.7 Delta analysis 2을 사용하여 얻은 Quartz 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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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Differential analysis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에서부터 100 번째까지의 모든 스펙트럼

의 모든 데이터를 사용했다. 대신, 쉽고 간단한 방법은 마지막 스펙

트럼에서 첫 번째 스펙트럼을 빼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강도가 첫

번째 스펙트럼에서 최대 값과 마지막 스펙트럼의 최소값을 갖는 경

우 계산된 값은 음의 값을 갖는다. 이것은 그 파장의 신호 세기가

감소하고, 그 파장은 환경 요인일 가능성을 하는 것이다. 그림 3.8와

같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스펙트럼은 두 개의 스펙트럼으로 계산되

므로 노이즈가 거의없는 안정된 모양을 갖는다. 그러나 일부 스펙트

럼에서는 암석의 성분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두 개의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기에는 LIBS

스펙트럼의 신호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지

두 개의 데이터로 환경 추정을 하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진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8 Differential analysis을 사용하여 얻은 Quartz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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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Slope analysis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파장에서의 전반적인 신호 세기 경향을 결

정하기 위해, 신호 세기를 레이저 샷 수에 대해 1차 선형 근사를 하

였다. 그리고 이 선형 근사 기울기를 각 파장의 경향을 나타내는 대

푯값으로 지정 하였다. 예를 들어 해수 조건에 노출 된 후 SiO2 암

석 샘플에서 우리는 Si의 대표 파장으로 634 nm를 볼 수 있다. 그

림 3.9은 1 회 레이저 샷에서 100 회 레이저 샷까지의 신호 세기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634 nm에서의 신호 세기는 첫 번째 레이저 샷

에서 매우 낮은 신호 세기를 보였다. 이 신호 세기는 그림 3.9 (a)와

같이 레이저 샷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선형으로

근사하면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Na를 나타내는

파장 인 588 nm의 depth profiling이 그림 3.9 (b)에 나와 있다. 이

그림에 표시된 그래프의 모양은 기하 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래프

의 형태이다. 그러나 여기서 선형 근사값은 –156.3에 음의 기울기

를 갖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포인트 들을 잇는 가장 유

사한 곡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의 기울기 이다.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이면 depth profiling이 진행됨에 따라 신호의 세기가 증

가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파장에 대해 매우 쉽게 계산할 수

있다. 100개의 연속된 depth profilie 스펙트럼이 그림 3.10에 나타나

있다. 파장, 레이저 횟수, 인텐시티의 3차원 depth profilie 스펙트럼

은, 파장과 선형 근사 기울기를 갖는 2차원 스펙트럼으로 변환 될

수 있다. 선형 근사 기울기를 이용한 SiO2-해수의 스펙트럼의 주요

피크가 그림 3.10과 3.11에 나타나 있다. 그림 3.10 (a)는 공기 조건

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 634.504 nm와 636.904 nm에서 양의 피

크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기 조건은 암석에 환경 요인에 의

한 코팅이없기 때문에 일정한 Si 신호를 가진다. 이러한 양의 피크

는 Si 신호 세기가 표면 물질을 제거하여 해당 파장에서 점진적으로



- 22 -

증가함을 의미한다. 한편, 기울기 값은 일반적으로 피크를 제외하고

는 0이다. 이것은 신호세기 가 레이저 펄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그 파장에서 변화가 없

음을 의미한다. 그림 3.10 (b)는 네 가지 환경 조건에서 Na 신호의

차이를 보여준다. Na (588.911 nm, 589.544 nm)는 해수 조건에서 큰

음의 기울기 값, 나머지 경우에서는 낮은 값을 가졌다. 마찬가지로,

CN(388.328 nm)는 탄소가 포함된 경유 조건에서만 피크를 보였으

며, 그림 3.11 (a)에 나타나 있다. O (777.298 nm)는 산소 원자를 포

함한 산성 조건에서 음의 값을 가졌으며, 그림 3.11 (b)에 나타나 있

다. 이것은 초기 레이저 펄스의 신호가 매우 크지만, 그 이후 신호

세기는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표면에 잔류하는

외부 물질의 파장은 음의 값을 갖는다. 선형 근사 기울기를 이용한

네 가지 환경 조건에서의 Quartz(SiO2)의 기울기 스펙트럼을 그림

3.12과 3.13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양의 피크에서 암석의 성분을, 음

의 피크에서 환경이 포함하는 성분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림 3.14

는 slope analysis를 통해 얻은 다섯가지 암석의 스펙트럼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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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9 Depth profiling 그래프의 선형 근사 직선 (a) Si(634 nm),

(b) Na(588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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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0 (a)Si(634 nm), (b) Na(589nm) 부근의 레이저 횟수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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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1 (a) Si, (b) Na 피크 부근의 선형 근사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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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2 (a) CN, (b) O 피크 부근의 선형 근사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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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3 Slope analysis를 이용한 Quartz의 (a) 공기, (b) 해수

조건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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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4 Slope analysis를 이용한 Quartz의 (a) 경유, (b)황산

조건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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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3.15 Slope analysis를 이용한 다섯가지 암석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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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안된 4가지 기법의 비교

네 가지 방법으로 얻은 양의 스펙트럼이 암석의 성분을 실제로 나

타내는 지 확인하기 위해 PCA 분석이 수행되었다. 그림 3.15 (a)와

(b)에서 delta analysis 1과 2에서 얻은 양의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 PCA score plot을 보여준다. Calite, Galena 및 Magnetite

는 잘 분류되었다. 그러나 Quartz와 azurite는 그림 3.15 (a)와 3.15

(b)와 같은 그룹으로 속해졌다. 그림 3.16 (a)와 (b)에서 differential

analysis 와 slope analysis를에서 얻은 양의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 PCA score plot을 보여준다. Azurite와 Magnetite도 그림

3.16 (a)와 같은 그룹에 속한다. 그러나 모든 암석은 그림 3.16 (b)에

서 한 개의 Magnetite와 한 개의 Galena를 제외하고는 명확하게 분

류되었다. 결과적으로 네 가지 방법 모두 암석의 성분을 추출했다.

PC를 2개만 쓰는 것이 아니라, 3개 이상의 PC를 사용한다면 더 명

확한 암석 성분의 분류가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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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6 (a) delta analysis 1와 (b) delta analysis 2를 사용하여

얻은 스펙트럼의 PCA scor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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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7 (a) differential analysis와 (b)slope analysisf를 이용하여

얻은 스펙트럼의 결과 PCA scor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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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에서 5 개의 암석 샘플의 첫 번째 스펙트럼의 원시 데이

터를 사용한 PCA 결과가 나와 있었는데, 암석과 환경 성분의 혼합

된 데이터로 인해 암석 유형이나 환경 요인의 패턴을 나타내지 않

았다. 그러므로 제시된 네 가지 방법으로 얻은 각 음의 스펙트럼이

환경 요인을 얼마나 잘 추출하여 분류 성능이 향상되었는지 확인하

기 위해 PCA가 수행되었다. Delta analysis 1, 2 및 differential

analysis를 사용하였을 때는, 환경에 의한 패턴이 전혀 나타나지 않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loep analysis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 환경

그룹의 특정 패턴이 보여졌다. 이것은 slope analysis이 환경 요인을

성공적으로 추출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3. 18 환경 조건의 분석을 위한 slope analysis을 사용한

다섯가지 암석의 음의 스펙트럼의 PC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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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이 연구에서는 암석의 환경 요인을 추론하기 위해 암석 성분과 환

경 요인을 LIBS를 이용한 depth profiling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 및

음의 스펙트럼으로 분리하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기법을 적용

하기 위해 5 개의 암석 표본을 선택하여 해수, 경유, 황산 및 공기

를 포함한 4 가지 환경 조건에 노출 시켰다. 레이저 삭마에 의해 표

면 구성 요소의 신호 세기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암석 구성

요소의 신호 세기는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암석 성분이 아닌 표면

성분은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암석 성분과 환

경 인자는 LIBS 스펙트럼에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

다. 따라서 우리는 깊이에 따른 신호 세기의 변화 경향을 활용하는

4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암석 구성 요소와 환경 요인을 차별

화했다. 각 파장의 경향 값을 계산하기 위해 delta analysis 1과 2는

신호 세기의 변화율의 누적 값을 사용하였고, differential analysis는

마지막과 첫 번째 신호 세기의 차이를 사용하였고, slope analysis는

레이저에 횟수에 따른 신호 세기의 선형 근사 기울기를 사용하였다.

위의 4가지 기법을 통하여, depth profiling 데이터를 한 개의 대표

스펙트럼으로 변환 할 수 있었다. 그 대표 스펙트럼은 x축이 파장

을 나타내며, y축은 신호 세기의 경향 값을 나타낸다. 그 대표 스펙

트럼의 양의 값은 암석 성분을, 음의 값은 환경 성분을 나타내게 된

다. 암석 성분과 환경 성분을 양의 스펙트럼과 음의 스펙트럼으로

분리함으로써 혼동없이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또한 LIBS 분석은 depth profling 데이터 묶음을 하나의 대표

스펙트럼으로 대체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

다. Slope analysis를 통해 암석과 환경의 원소 구성을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원시 스펙트럼을 사용한 PCA score plot에서는 보이지 않

는 환경 패턴을 slope analysis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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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ethods to Analyze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Rock Components using Laser-In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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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surface of rocks to obtain past 

or present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the region. However, 

environmental influences and rock components are mixed 

when analyzing the surface of rocks, making it difficult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nvironment alone. In this research, 

we utilized four analytical methods to separate rock 

component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to positive and 

negative spectra based on depth profiling data using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 The methods 

utilized how intensity varied with depth to create the new 

spectrum. Five rock samples were exposed to four 

environmental conditions including seawater, crude oil, 

sulfuric acid, and air as control. By applying the methods, 

the atomic information of environmental conditions of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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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ock components were successfully inferred. The 

proposed methods are then validated by applying the 

calculated spectra to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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