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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 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대기질과 관련된 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대한 근심이 커지며, 이러한 부유 입자의 해로운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진보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했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 유도 플라즈마 

분광 기법 (SIPS) 기반의 원자 단위의 실시간 성분 검출용 소형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플라즈마 발생, 계측, time-resolved 

electric signal의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각각의 기능 부품들을 작은 

단일 모듈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현했다. 또한, Micro 

control unit (MCU) 중 하나인 Raspberry Pi를 장비에 적용하고, 

장비를 제어하는 Software를 Raspberry Pi 내부에 구축하였다. 본 

모듈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철 (Fe), 

마그네슘 (Mg), 규소 (Si), 칼슘 (Ca), 알루미늄 (Al), 그리고 칼륨  

(K)의 정량 계측을 수행함으로써 정량 검출 성능을 검증했다. 게다가 

선행 연구 대비 검출 한계 (LOD)를 약 1.4배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대기 환경 내 유해 성분 검출에서 소형 SIPS 모듈의 적용을 제안한다. 

 

주요어 : 전기 유도 플라즈마 분광 (SIPS), 미세먼지 (Fine dust), 대기 

오염 물질 (Air pollutant), Plasma emission, Area under curve (ACU), 

Raspyberry Pi 

학   번 : 2019-2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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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와 함께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 오염은 

국제적인 큰 관심이 되어왔다 [1-3]. 예를 들어, 세계 각국이 탄소-중

립 계획에 따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2019년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4,5]. 이 법의 구체적인 목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오염물질 발생 관

리,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 예방,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보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다.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미세

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건강위험 저감 노력과도 일맥상통한다. 

미세먼지의 크기가 마이크론 단위의 직경이기 때문에 인간의 폐와 장

기를 관통할 수 있어 인간의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6, 7]. 실제

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직경 2.5 μm 미만의 미세먼지 환경에 인간이 노출되면 인체의 이상 반

응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과 같은 독성물질을 폐까지 쉽게 침투시키고 

운반할 수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파

리 기후 협약에 의거하여 탄소배출 제로와 지속적인 공해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8]. 

미세먼지의 모니터링 및 신뢰할 수 있는 미세먼지 측정을 제공하기 위

해 다양한 기술 및 장비가 제안되었다. Chang과 Jeong [9]은 지역 수준

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감지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Kim et al. [10]은 대기질 측정 장비

의 공간적 제약이나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ong Term 

Evolution (LTE)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사물 인터넷 (IoT) 기반의 대

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미세먼지의 총 

농도를 검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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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세먼지의 독성이 화학적 조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11]. 따라서 미세먼지의 특정 유해 성분 

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미세먼지의 타겟 성분을 

감지하고 200 ~ 1100 nm 파장에서 방출되는 모든 원자와 분자 대역 신

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모듈을 제작해야 하는 잠재적인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플라즈마 분광은 원자 및 특정 분자 신호를 감지하는 원자 방출 분광

법이다. [12-14]에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 (LIPS)은 

Particulate Matter (PM)을 모니터링하는 데에 활용된 바 있다. 한편, 

전기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 (SIPS)은 공기 중 PM에서 납 및 크롬과 같

은 금속을 검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15, 16]. 게다가 SIPS는 토양의 수

은 농도 측정, 토양의 총 탄소 측정, 독성 금속 입자 분석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17-19]. 우리의 초기 연구에서 Yang et al. [20]은 미세먼

지의 독성 성분을 원자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SIPS 기반의 새로운 기술

을 제시했다. 제안된 SIPS 기법은 미세먼지 내 중금속 및 암모니아의 

정량 분석이 가능함을 검증했다 [20]. Yang et al. [20]은 가스를 검출할 

때 SIPS가 LIPS 대비 비용 효율적이고 비교적 작은 사이즈에서 구현이 

가능한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20]의 후속 연구로써 미세먼지의 원

자 성분을 현장에서 감지할 수 있는 일체형 모듈을 제안한다. 개선된 감

지 기술과 명백한 성능과 함께 고전압 전기 회로, AC to DC 컨버터, 

Micro control unit (MCU)와 광학 기기 등의 부품이 일체형 모듈 형태

로 통합되었다. 개발된 모듈의 크기는 15 × 15 × 8 cm3로 선행 연구

[20]에서 구성된 setup 대비 약 10배의 소형화를 구현했다. 선행 연구

[20]에서 큰 크기의 오실로스코프와 Arduino의 조합된 시스템으로 스

파크를 제어하고 플라즈마를 계측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생

성을 제어하고, 플라즈마 방출광을 계측하고, 데이터 처리 후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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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ved electric signal을 시각화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소프트웨어를 

모듈 내에 구현했다. 일체형 모듈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미세먼지 속 

특정 성분을 정량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개발된 모듈은 

특정 미세먼지의 성분인 Fe, Mg, Si, Ca, Al, K를 정량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setup에 비해 검출 한계 (LOD)가 크

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대기 환경의 

실시간 미세먼지 검출을 위한 초소형 일체형 모듈 개발, 2) 플라즈마 생

성 제어, 플라즈마 방출광 검출,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를 수행하는 신

규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3) Yang et al. [20]에서 보고된 결과 대비 미

세먼지 검출에 대한 LOD 개선이다. 

 

제 2 장 실험 방법 

2.1 샘플 제작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의 질량비에 따라 6개의 미세먼지 샘플을 

제작했고, 미세먼지는 ISO 12103–1 A2 Fine Test Dust  (Jinsol Dust 

Co., Korea, Arizona dust)를 사용하였다. 이 샘플의 범위는 0 − 50 

μg/m^3이다. 표 1은 미세먼지의 성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100 × 100 × 100 cm^3 크기의 챔버에 100 − 200 m^3/h의 유량으로 

공기를 순환시키는 팬을 구성했다. 또한, 투명한 아크릴 폴리머로 

만들어진 챔버는 외부에서 플라즈마 광을 광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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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세먼지 샘플의 화학적 구성 성분 

미세먼지 샘플 구성 성분 

ISO 12103-1 A2 Fine Test Dust  

(Arizona Dust) 

SiO2 (69.0%–77.0% by weight) 

CaO (2.5%–5.5% by weight) 

Al2O3 (8.0%–14.0% by weight) 

Fe2O3 (4.0%–7.0% by weight) 

Na2O (1.0%–4.0% by weight) 

MgO (1.0%–2.0% by weight) 

TiO2 (0.0%–1.0% by weight) 

K2O (2.0%–5.0% by weight) 

 

2.2 전기 유도 플라즈마 분광 (SIPS) 기법 

SIPS 시스템에서 스파크는 고전압 시스템의 방전에서 발생한다. 고전

압 방전은 전극 사이의 공기를 극도의 높은 온도로 가열하고, 전극 팁 

주변의 공기나 부유 입자들은 기화 및 이온화되며 결국에는 이온과 전자

의 플라즈마 형태로 전이된다 [16]. 플라즈마 발생 이후, 여기된 전자는 

바닥 상태로 가라앉고, 이때 샘플의 원자 성분의 정보를 담고 있는 빛을 

방출하게 된다. 특히, SIPS 시스템은 전극 사이에 매개 물질이 많을수록 

스파크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넓게 흩뿌려진 가스나 부유 물질을 검출

할 때 이점이 있다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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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존의 SIPS setup 

그림 1은 기존의 SIPS 시스템을 보여준다. 고전압 DC 모듈 

(UltraVolt 6C24-P30, 6 kV, 90 mA)와 2개의 고전압 축전기 (HVCAP 

DMS HV Capacitor, 0.1 μF, 30,000 Vdc)가 전기 유도 플라즈마 (SIP)

를 발생하는 고전압 회로에 장착되었다. 순도 99.7%의 텅스텐으로 구성

된 2개의 전극이 고전압 회로에 연결되어있다. 전압 세기, 전압 방전 시

간, 신호 측정을 제어하는 MCU로써 Arduino Uno R3가 적용됐다. 

Intensified charge-coupled device (ICCD) 카메라 (iStar, Andor)와 

결합된 분광기 (Mechelle 5000, Andor)의 optical fiber를 통해 전극 부

근에서 플라즈마 방출광을 계측한다. 

 

 

그림 1. 기존의 SIPS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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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IPS 소형 모듈 구성 

미세먼지 내 중금속과 암모니아를 검출하기 위해 ICCD 카메라와 결

합된 분광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밴드패스필터와 포토다이오드를 활용한 

간소화된 SIPS 시스템이 제안됐다 [20]. 그러나 이 시스템에서는 테스

트할 때마다 재구성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스파크 발생 유닛과 측정 유

닛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의도한 플라즈마 방출광

이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았고, 때때로 계측 시스템에 전달되는 플라즈마 

방출광의 양이 불충분하여 계측에서의 오차를 야기했다. 또한, 이 setup

은 여전히 비교적 크고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있었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는 더욱 간소화된 측정 시스템을 활용한 미세

먼지의 특정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일체형 모듈을 개발했다. 우리는 모

든 중요한 부품 (고전압 회로, Raspberry Pi, AC to DC 컨버터, 그리고 

측정 유닛 (전극, 평면-볼록 렌즈, 밴드패스필터, 포토다이오드와 렌즈 

튜브))을 단일 모듈에 통합했다. 따라서 전극 사이의 거리가 고정되었고, 

전극과 렌즈 사이의 거리를 통제할 수 있어서 전달되는 플라즈마 방출광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즉, 플라즈마 방출광의 측정 변동을 줄임으

로써 모듈의 최적화를 이루었다. 제안된 SIPS 모듈은 그림 2와 같이 

3D 프린팅으로 설계된 프레임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새로운 일체형 

모듈은 15 × 15 × 8 cm3의 크기로 Yang et al. [20]에 수행된 이전 

setup 대비 약 10분의 1 크기로 소형화했다. 이 장비는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다: 1) SIP을 발생하는 고전압 회로, 2) SIP 발생을 제어하고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를 담당하는 Raspberry Pi, 3) AC to DC 컨버터 

(POWER PLAZA CS30-24), 그리고 4) 각각 그림 3 (1), 그림 3 (2)

에 나타난 전극과 렌즈로 구성되어있는 측정 유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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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체형 SIPS 모듈 

 

 

그림 3. 측정 유닛: (1) 전극, (2) 렌즈. (3) 계측 방법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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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 동작 과정, (2) 고전압 회로, (3) SIPS 모듈의 개략도 

 

2.5 SIP 발생용 전기 회로 

가정용 전압인 220-V AC는 AC to DC 컨버터를 통해 24-V DC로 

변환되고, 24-V DC는 고전압 DC 모듈에 의해 6 kV로 증폭된다. 2개의 

축전기가 충전된 후 6 kV로 방전할 때 2개의 텅스텐 전극 사이에 SIP

이 발생한다. 선행 연구 [20]에서 텅스텐 전극의 최적화 된 거리인 5 

mm를 본 연구의 setup에서도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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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IP 측정 시스템 

그림 4 (1)과 4 (2)는 각각 모듈의 동작 과정의 개략도와 고전압 회로

를 보여준다. 그림 4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듈은 AC to DC 컨버터, 

DC 고전압 전원, 고전압 회로, Raspberry Pi, 그리고 측정 유닛 (2개의 

전극과 평면-볼록 렌즈, 렌즈튜브, 밴드패스필터, 포토다이오드)으로 구

성되어있다. 우리는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스파크를 얻

기 위해서는 6 kV 이상의 전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우

리는 6 kV 이상의 전압을 생성할 수 있는 고전압 회로를 구성했다. 이 

회로는 24-V DC를 6000-V DC로 변환해주는 고전압 전원 (UMR-

AA-6000-30, 6 kV, 5 mA, Dallas, Texas USA), 12 kV까지 충전이 

가능한 병렬로 연결된 2개의 고전압 축전기 (HVCAP DMS HV 

Capacitor, 0.1 μF, 30,000 Vdc), 그리고 2개의 고전압용 저항 (3RLab 

HTE24 HV noninductive high-voltage film resistor, 1 MΩ, 2 W, 5.5 

kV)으로 구성돼있다. 

이 장비는 부피가 큰 분광기나 복잡한 ICCD 카메라 없이 미세먼지의 

성분을 검출하는 time-resolved electric signal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포토디텍터는 LIPS 시스템을 활용하여 fuel-

air mixing의 연소 특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22,23]. 이 연구는 

불꽃에서 나오는 수소와 산소의 신호를 측정하여 당량비를 결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2,23]. Yang et al. [20]은 암모니아나 중금속 같은 미

세먼지 내 유독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서 SIPS 시스템에 포토디텍터를 

적용했다. 위의 모든 선행 연구에서는 단 한 번도 모든 부품을 단일 모

듈로 통합하여 소형화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측정 유닛은 전극과 렌즈를 구성하고, 두 전극은 서로 마

주 보고 있다. 고전압에서 방전한 전기가 두 전극으로 이동하면, 두 전

극 사이에 스파크가 발생하고 이윽고 플라즈마를 일으킨다. 렌즈 유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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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은 렌즈 튜브 (SM05V05, Thorlabs)로 되어있다. 그림 3 (3)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렌즈 튜브 내부에 평면-볼록 렌즈 (UV plano-

convex fused silica lens), 밴드패스필터, 그리고 포토다이오드 

(FDS010, Thorlabs)가 순서대로 삽입되어있다. 렌즈 튜브의 직경은 

17.8 mm이고 길이는 26.2 mm이다. Si, Ca, Al, Mg, K, 그리고 Fe의 플

라즈마 방출광으로부터 나오는 원자 신호는 미세먼지의 농도와 매우 밀

접하게 관련되어있다. 또한, 미세먼지에 존재하지 않는 수소의 플라즈마 

방출광에서 나오는 원자 신호는 비교 그룹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실험

은 7개의 밴드패스필터를 활용하여 수행했다. 그리고 각각 플라즈마 방

출광의 원자 신호는 다음과 같다: 1) Si (288.16, 252.85 nm), 2) Ca 

(393.37, 396.85 nm), 3) Al (460.30 nm), 4) Mg (279.55, 285.21 nm), 

5) K (760, 770 nm), 6) Fe (283.20 nm), 그리고 H (656 nm)이다. 표 

2는 일체형 모듈에 삽입된 밴드패스필터의 정보를 보여준다. 플라즈마 

방출광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Silicon 포토다이오드가 밴드패

스필터 아래에 위치되어있다. 이 포토다이오드의 사양은 200 – 1100 

nm의 파장 측정 범위, 1 ns 이하의 rise time, 그리고 238 nm에서의 

0.44 A/W의 peak responsivity이다. 

2개의 전극 사이에 플라즈마가 발생할 때 미세먼지의 원자 성분의 정

보를 담고 있는 빛이 방출된다. 이 방출광은 평면-볼록 렌즈에 입사 되

고 밴드패스필터로 전달된다. 이때 이 빛에서 밴드패스필터에 해당하는 

특정 파장대의 빛만 통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표적 원자 부근의 파

장대의 빛만이 포토다이오드로 전달되게 되고, 전달된 이 빛은 포토다이

오드를 통해 optical power에서 전기적 전류 신호로 변환된다. 그리고 

이 전류와 전압이 Raspberry Pi 내 설계된 칩에 의해 측정된다. 마지막

으로 Raspberry Pi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기적인 신호를 데이

터 처리하고 time-resolved electric signal 형태의 데이터로 시각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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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2. 일체형 모듈에 설치된 밴드패스필터의 정보 

모델  (직경) 표적 원자 

Center 

wavelength 

 (CWL)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289FS10-12.5, 

Andover  (12.5mm) 
Si 289 nm 10 nm 

470FS10-12.5, 

Andover  (12.5mm) 
Al 470 nm 10 nm 

770FS10-12.5, 

Andover  (12.5mm) 
K 770 nm 10 nm 

239FS10-12.5, 

Andover  (12.5mm) 
Fe 239 nm 10 nm 

400FS20-12.5, 

Andover  (12.5mm) 
Ca 400 nm 20 nm 

280FS25-12.5, 

Andover  (12.5mm) 
Mg 280 nm 25 nm 

656FS10-12.5, 

Andover  (12.5mm) 
H 656 nm 10 nm 

 

2.7 데이터 처리와 장비 제어 시스템 

제시된 일체형 모듈에서 우리는 비용-효율적이고, 초소형 컴퓨터 형

태의 Raspberry Pi (Raspberry Pi 3 Model B+)를 적용했다. Raspberry 

Pi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Arduino와 오실로스코프의 기능들을 동

시에 대체하고, clock speed가 16 MHz인 Arduino와 비교하여 

Raspberry Pi는 더 높은 1.4 GHz의 clock speed와 함께 더 높은 해상

도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20]. 

우리는 Raspberry Pi 내부에 다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로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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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했다: 1) on/off 스위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jumper, 2) 전류를 전압으

로 변환해주는 컨버터, 그리고 3) 변환된 전압을 측정하는 칩. 포토다이

오드는 플라즈마 방출광을 받아 빛 세기를 전류로 변환해준다. 

Raspberry Pi 회로 내에 존재하는 컨버터를 이용해 전류를 전압으로 변

환하고, 내장된 전압 측정 칩을 통해 전압을 측정한다. 이때, 칩의 측정 

범위는 0 – 3.3 V이다. 칩 자체의 측정 한계 때문에 양 끝 단의 값인 0

과 3.3 V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중앙값인 1.65 V를 기준값으

로 사용하여 0 V로 인식하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했다. 즉, 1.65 V보다 큰 

값은 양수로 처리하고, 1.65 V보다 작은 값은 음수로 처리한다. 그리고 

전압 측정 칩은 12 bits로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0에서 (212 − 1)까지 처

리할 수 있다. 식 (1)은 전압을 측정할 때 사용된 식을 나타낸다. 

Voltage = 3.3 ×  
∑ 𝑓 (𝑥) × 2𝑘12

𝑘=0

212 − 1
− 1.65 

 

(1) 

where 𝑓 (𝑥) =  {
0  (switch off)
1  (switch on)

 

또한, 플라즈마 방출광 세기는 식 (2)를 통해 표현한다. 식 (2)의 𝐼는 

플라즈마 방출광 신호 세기를 가리키고, 𝐹는 실험적인 파라미터, 𝑁𝑎
𝐼 은 

다른 이온화 단계에서 화학종의 number density, 𝐴𝑢𝑙는 전이 확률을 나

타내는 원자 번호 밀도이다. 그리고 𝑔𝑢 와 𝑈𝑎
𝐼 는 각각 온도 𝑇 에서 

upper-level degeneracy와 partition function을 가리킨다. 

𝐼 = 𝐹𝑁𝑎
𝐼𝐴𝑢𝑙

𝑔𝑢

𝑈𝑎
𝐼

exp  (
−𝐸𝑢

𝐾𝐵𝑇
) 

  

(2) 

식 (3)은 장비에 적용된 포토다이오드가 어떻게 빛 신호를 전기적 신

호로 변환하는지 서술한다. 식 (3)에서 𝐼𝑝는 photocurrent를 가리키고, 

𝑃는 식 (2)에서 𝐼와 동일한 입사된 빛 세기, 그리고 𝑅𝜆은 파장 λ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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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vity를 가리킨다 [24].  

𝐼𝑝 = 𝑃𝑅𝜆  (3) 

식 (2)와 (3)에 따라 photocurrent는 플라즈마 내 전체 원자 밀도와 

비례하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듈에서의 전압 세

기 또한 플라즈마 내 표적 원자의 농도와 비례할 거로 추정했다. 

플라즈마 생성 초기에 측정된 신호는 광대역 방출에서 나오는 plasma 

background continuum을 나타낸다 [25]. 따라서 우리는 plasma 

background continuum의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서 plasma background 

continuum이 사라진 이후의 영역을 분석했다 [20,22,23]. 또한, 

plasma background continuum이 1 μs이내에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20,22,23]. plasma background continuum이 사라진 후 영역에서 전기 

신호를 적분한 값이 표적 원자 성분의 농도에 비례함을 확인함으로써 최

적의 적분 구간을 구했다. 500 ns가 넘어가는 구간까지 고려하면 실시간 

정량 분석이라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철 신

호를 사용하여 100-200, 100-300, 100-400, 그리고 100-500 ns의 

시간 간격에 대해 검출 한계 (LOD) 계산을 반복했다. 이 시간 간격에 

대한 LOD 값은 각각 24.35, 17.85, 19.28 및 13.41 ppm이었다. 결과에 

따라 최적의 LOD 값을 나타낸 100-500 ns (13.41 ppm) 의 시간 영역

을 정량 분석의 적분 구간으로 선정했다. 그림 5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통해 적분 구간의 최적화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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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최적화된 시간 영역을 구한 결과 

 

게다가 우리는 SIP 세기와 100-500 ns 구간에서 전기 신호를 적분

하여 정량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추가로 우리는 SIPS 모듈의 셋팅 값을 설정하고 time-resolved 

electric signal을 시각화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 (UI)

를 구축했다. 그림 6은 이 모듈의 UI와 time-resolved electric signal

의 예시를 보여준다. 마침내 Raspberry Pi를 사용한 제안된 모듈이 소

형화됨은 물론 일체형 시스템에서 동작할 수 있게 됐다. 

 

 

그림 6. (1) 모듈의 유저 인터페이스와  (2) time-resolved electric signal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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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스위치가 켜지면 SIP이 발생하고 플라즈마 방

출광은 광학 시스템 (평면-볼록 렌즈, 밴드패스필터, 포토다이오드)를 

지나 Raspberry Pi에 전달된다. Raspberry Pi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

하고 time-resolved electric signal 데이터 형태로 시각화된다. 

 

제 3 장 실험 방법 

3.1 미세먼지 샘플에 대한 SIPS 실험 

SIPS 모듈은 스파크를 발생할 때 총 2 J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다. 

식 (2)로부터 플라즈마 방출광 신호 세기가 플라즈마 내 총 원자 

농도와 비례함을 입증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미세먼지 샘플에는 6개의 주요 성분 (Si, 

Ca, Al, Fe, K, Mg)이 있다. 그림 7은 미세먼지의 전 파장대를 계측하기 

위해 기존의 SIPS setup인 ICCD 카메라 (iStar, Andor)와 결합된 

분광기 (Mechelle 5000, Andor)를 이용해 SIPS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보여준다. 미세먼지 샘플의 주요 성분인 Fe, Mg, Si, Ca, Al, 그리고 K의 

신호가 계측된 것을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자의 플라즈마 방출선에 대한 정보와 수소의 방출선에 대한 정보를 표 

3에 제시했다. 플라즈마 방출 스펙트럼이 SIPS 실험을 통해 검증됐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의 원자 방출선에 부합하는 파장대의 

밴드패스필터가 선정됐다. 즉, 일체형 SIPS 모듈을 활용하여 우리는 

미세먼지의 표적 원자 신호를 정량적으로 검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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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Fe, Mg, Si, Ca, Al, K)을 보여주는 SIPS 스펙트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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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과 수소의 원자 방출선 정보 

성분 방출선 

철 Fe Ⅱ (238.20 nm) 

마그네슘 Mg Ⅱ (279.55, 285.21 nm) 

규소 Si Ⅰ (288.16, 252.85 nm) 

칼슘 Ca Ⅱ (393.37, 396.85 nm) 

알루미늄 Al (466.30 nm) 

수소 H Ⅰ (656 nm) 

칼륨 K Ⅰ (766, 770 nm) 

 

3.2 정량 분석 검증 

미세먼지 농도를 0–50 μg/m3  범위에서 모듈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했다. 그림 8(1)과 (2)는 각각 미세먼지 환경에서 수소와 칼륨의 

time-resolved electrical signal을 보여준다. 미세먼지 샘플의 농도가 

변함에 따라 밴드패스필터를 통과하는 표적 원자의 신호는 플라즈마 

세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졌다. 따라서 플라즈마 세기는 미세먼지 샘플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됐다. 그림 9(1)과 (2)에서 볼 수 있듯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소 (미세먼지 샘플에 존재하지 않는 

원자)와 칼륨 (미세먼지 샘플에 존재하는 원자), 두 신호 모두 Peak 

voltage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0 

μg/m3에서 50  μg/m3로 증가함에 따라 전극 사이에 존재하는 매질의 

밀도가 증가하고 포토다이오드가 받는 플라즈마 방출광 강도가 커졌다. 

Peak voltage는 플라즈마 방출광을 나타내므로 미세먼지의 양이 

증가할수록 Peak voltage도 함께 증가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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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IPS 모듈의 Time-resolved electrical signal 결과: (1) 수소, (2) 칼

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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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모듈의 정량 분석 성능 검증: (1) 수소, (2) 칼륨 

 

본문 2.6에서 서술했듯이, 수소와 칼륨 신호의 정량 분석을 수행할 때 

우리는 100-500 ns 구간에서 적분 계산을 수행했다. 그리고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세먼지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background 

값을 제거함으로써 Net signal을 구했다. 그림 9(1)에 나타나는 수소 

신호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적분 결과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그림 9(2)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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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륨 신호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커짐에 따라 칼륨의 적분값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플라즈마가 처음 발생할 때 

전 파장대의 플라즈마 방출광이 존재했고, 수백 나노초가 지나면 샘플에 

존재하는 원자의 파장대에 해당하는 방출광만 남게 된다. 즉, The 

background continuum signal이 사라진 이후에도 칼륨 신호는 한동안 

남아있었다. 따라서 칼륨 신호의 적분값은 미세먼지 농도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 SIPS 모듈을 활용해 미세먼지 속 칼륨 원자를 

정량적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미세먼지 샘플에 존재하는 다른 원자 (Si, Ca, Al, 그리고 Mg)에 

대해서도 정량 분석을 실행했다. 그림 10(1)-(4)는 각각 Si, Ca, Al, 

그리고 Mg의 전기 신호를 보여준다. 칼륨 분석과 유사하게 Si, Ca, Al, 

Mg 신호에 대해서도 Peak voltage와 100-500 ns 구간에서 적분값을 

구했다. 또한,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가지 신호에 대해서도 

배경 신호를 빼서 The net signal을 구했다. 4가지 원자 신호(Si, Ca, Al, 

그리고 Mg) 모두 Peak voltage와 The net signal이 미세먼지 농도에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듈이 미세먼지의 특정 성분을 

감지하고 정량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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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4개 원자의 time-resolved electrical signals: (1) silicon, (2) 

calcium, (3) aluminum, (4) Magnesium 

 

 

그림 11. 4개 원자의 정량 분석 결과: (1) silicon, (2) calcium, (3) aluminum, 

(4) Magne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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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검출 한계 (LOD) 개선 

새로운 시스템은 이전 연구에 비해 약 10배 작아지고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20].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철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후 Yang et al. [20]의 기존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했다. 그림 12는 철의 time-resolved electrical signal과 정량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2. 선행 연구와 현재 연구의 정량 분석 결과 비교 (철 신호) 

 

LOD는 분광 연구에서 최소 검출할 수 있는 분석 물질의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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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LOD는 식 (4)에 의해 구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S는 미세먼지 

농도와 정량 분석 기울기로부터 도출된 적분값의 상관관계이고, 𝜎𝑏 는 

적분값의 표준 편차를 가리킨다. 계산된 바에 따르면 이전 시스템의 

LOD와 본 모듈의 LOD는 각각 19 ppm과 13.41 ppm 이었다. 즉, 

새롭게 제안된 모듈의 LOD가 선행 연구 대비 약 1.4배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다른 신호 (K, Si, Ca, Al, Mg)에 대한 표준편차와 정량 

분석의 기울기를 구하고 LOD를 확인했다 (표4). 

LOD =
3𝜎𝑏

𝑆
  

(4) 

  

표 4. 미세먼지 성분에 대한 표준 편차, 기울기, 그리고 LOD (AUC raw 

data) 

성분 표준 편차 (𝝈𝒃) 기울기 (S) LOD 

칼륨 

규소 

칼슘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2.172 

1.733 

3.280 

2.047 

1.740 

3.050 

0.141 

0.128 

0.146 

0.119 

0.0934 

0.134 

9.092 ppm 

8.013 ppm 

13.227 ppm 

10.136 ppm 

10.997 ppm 

13.406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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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미세먼지의 현장 실시간 정량 분석을 위해 SIP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자 단위 성분 검출 목적의 일체형 모듈을 개발했다. 고전압 회로, AC 

to DC 변환기, Raspberry Pi 및 광학 시스템 (전극, 평면-볼록 렌즈, 밴

드패스필터, 포토다이오드 및 렌즈 튜브)를 포함한 모든 기능 부품들을 

단일 모듈에 통합했다. 전극과 플라즈마 측정 유닛 사이의 거리를 유지 

및 축소함으로써 향상된 감도로 신호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미세먼지 샘플의 주요 성분인 Fe, Mg, Si, Ca, Al, 그리고 K의 정확한 정

량 검출 성능을 검증했고, 미세먼지 샘플에 존재하지 않는 수소 신호에 

대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비교군에 대한 검증까지 진행했다. 실험 결과 

LOD가 상당히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새롭게 개발한 일체형 

SIPS 모듈의 주목할만한 성능 향상을 검증했고, 본 모듈이 환경 모니터

링에서 최신 기술로써 제안할 수 있음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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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n all-in-one 

module for atomic component 

detection based on spark-induced 

plasma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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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apid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have caused air pollution 

associated with fine dust worldwide. Along with the increasing 

concerns of environment and health related to air pollution, it is in a 

high demand to establish a high-performance system for detecting 

harmful components form airborne particles. In this study, a novel 

instrument based on spark-induced plasma spectroscopy (SIPS) was 

developed for quantitatively sensing of fine dust atomic components 

at real-time in stiu. All the functional parts including plasma 

generation, measurement, and data visualization of time-resolved 

electric signals were integrated into a compact all-in-one module. 

To investigate and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all-in-one module, 

quantitative analysis of key components in fine dust, namely, Fe, Mg, 

Si, Ca, Al, and K was conducted. With the enhanced limit of detection 

by ~ 1.4 times compared with the previous setup, the quantitative 

monitoring of fine dust in the atmospheric environment is 

demonstrated via the compact SIPS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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