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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Optogalvanic 

Spectroscopy에 관한 논문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 

나 Glow Discharge Cell을 직접 제작하여 이를 이용 

한 Doppler-Limited Optogalvanic Spectroscopy(OGS) 

로 정량 분석이 가능한 기기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Optogalvanic 

Spectroscopy로 정량분석이 가능한 기기의 개발과 

그 기초적인 환경을 찾는 것은 기초과학과 응용분야 

에서도 여러모로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정성이 높고 레이저 

빛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시료의 전처리가 단순하고 

낮은 전류로 시료를 쉽게 여기 상태로 만들 수 있으 

며 정량 분석 도 가능한 See-through Hollow Cathode 

Glow Discharge(St-HCGD) 원자분광계를 제작하였 

다. 이러한 글로우방전 셀을 다이오드 레이저 분광 

학에 사용하므로써 도플러 효과를 극소화한다면 일 

반적인 원자흡수분광계에서 얻기 어려운 높은 분해 

능을 얻을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St-HCGD 원자 

분광계가 분석용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알 

아보고 또한 OGS로 정 량 분석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실험이 수행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원자화 장치로 See-through Hollow Cathode Glow 

Discharge(St-HCGD) 셀을 제작하여 다이오드 레이 

저를 광원으로 사용한 Doppler-Limited Optogalvanic 

Spectroscopy(OGS)를 세슘의 강한 전자 전이 852.34 

nm에 응용하여 정량 분석하고 실험에 필요한 분광 

학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Optogalvanic Spectroscopy 

는 간단하면서도 감도가 높은 분광법으로서 분석하 

고자 하는 원소들의 흡수 공명 파장에 해당하는 빛 

을 흡수하여 음극과 양극 사이의 임피던스 혹은 전 

류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감지 함으로써 원자의 홉 

수 스펙트럼을 구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 

다.日 본 실험에서 원자화 장치로 사용한 속빈 음극 

관 형태의 글로우 방전 셀을 사용하였다. 이 때 저온 

플라스마가 1-10 torr의 저압상태에서 생성되어 기 체 

나 원소가 부분적인 이온화로 거의 같은 수의 양이 

온, 음이온 및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다 J 저압의 글로 

우 방전을 이용할 경우 아아크, 유도결합플라스마, 

스파크를 사용하는 것보다 시료를 처리하는 과정이 

단순하여질 수 있으며 분석 시간이 비교적 '짧고 

RSD가 낮아 정확하고 정밀한 특징이 있어 미량분석 

도 가능하다. 속빈 음극관형 글로우 방전을 이용할 

경우 고체 시료를 음극으로 삼아 방전을 일으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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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원자를 전이시키는 과정이 

기 체 온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기장에 의해서 만들 

어진 이차 전자의 충돌에 의한 것이므로 온도에 의 

한 선폭 넓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방출 

만을 이용할 경우에도 스페트럼의 분석이 용이한 장 

점이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St-HCGD셀의 경우 

메트릭스의 간섭이 적고 신호 대 잡음비가 비교적 

좋으며 RSD가 1% 이내로 정밀도가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실험시 Doppler 효과로 인하여 띠 

나비에 제한이 있어 초미세 갈라짐이나 동위원소에 

의한 선 이동 등을 확실하게 관찰하기는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세슘의 Optogalvanic 스펙트럼 

은 세슘을 St-HCGD셀를 사용하여 원자화시키고 다 

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여 Optogalvanic 신호를 얻 

은 Doppler-limited Optogalvanic 스펙 트럼 이 다.

실 험

실험기기. 본 실험에서 이용한 글로우 방전 셀은 

Lee 등이 Ames Laboratory에서 제작한 Hollow Cathode 

Glow Discharge Spectrometry(HCGDS)라는 초기의 

글로우방전셀을 기초로 하여 제작되었다.割° 본 연구 

를 위하여 제작된 글로우방전 셀은 관통형 구조로 

계속적으로 흐름 기 처】(Ar)를 흘려주면서 홉수 및 방 

출을 살필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를 See-through 

Hollow Cathode Glow Discharge(St-HCGD) 셀이라고 

명명하였다. 글로우 방전을 위한 양극과 음극의 재 

료로는 탄탈을 사용하였고 이때 음극관으로는 지름 

이 1/4”인 속빈 탄탈관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진공 

펌프는 direct drive 60 L/min Alcatel. Cit. type 2015 
를 써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 주었으며, 진공의 측정 

을 위하여 열전기쌍 진공 측정기를 사용하였다. 

99.998% Ar 흐름 기 체의 측정을 위하여 50 mL/min 

variable area Flow meter-f- 사용하였다. 같은 조건하 

에서 글로우 방전에 의한 플라스마가 유지되었으며 

이때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한 Doppler-limited Op

togalvanic Spectrscopy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다이오드 레이저는 Mitsubishi사의 반도체 다이 

오드 레이저 ML2701-01을 사용하였고, 다이오드 레 

이저의 전원과 온도 조절기로는 ILX Lightwave사의 

Model LDX3620인 직류 전원과 LDT 5910B인 온도 

조절기를 각각 사용하였다. 다이오드 레이저의 파장 

측정은 0.01 cm「'까지 측정이 가능한 Burleigh사의 

파장측정기(WA-20)로 측정하였고, 띠나비와 레이저 

빔의 성분은 Burleigh사의 2 GHz Spectrum An- 

alyzer(SA-200)을 사용하였으며 레이저의 세기를 측 

정하기 위하여 NOVA power meter를 사용하였다. 

이들 속빈 음극관의 전원으로는 0~1 kV, 0-30 mA의 

범위의 Bertan Seriesl05 직류 전원을 사용하였으며 

St-HCGD의 전원으로는 0-2 kV, 0~200 mA의 범 위 

에서 사용할 수 있는 Bertan 모델 210-01R 직류 전원

Power 
Supply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overall instrumental setup for Cs optogalvanic spectroscopy. The St-HCGD cell and the 
850 nm diode laser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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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major structural diagram of an anode and a hol
low cathode employed in the St-HCGD cell. 1: Anode, 2: 
Macor, 3: Copper electrode connector, 4: Cathode, 5: 
Ground, 6: Flow gas inject, 7: Vacuum pump.

Table 1. Instruments and operating conditions for cesi
um optogalvanic spectroscopy

Instrumental component descripitions Operating conditions

Laser diode: Mitsubishi ML2701-01 Current: 55-90 mA
(Power: 10 mA,人：850± 10 nm) Temperature:

-20-70 °C

Precision current soure:
ILX Lightwave LDX3620 

(Resolution: 0.1 mA) 
Thermoelectric temperature controller:

ILX Lightwave 5910B 
(Resolution: 0.1 °C,

Stability: 0.005 °C or better for 
short term)

Lock-in amplifier:
Stanford research system SR530

Output cunent range: 
0-200 mA

Temperature range:
-20-50 °C

Sensitivity:
1-500 mV

Time constant: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 광원을 쓸 경우 

일어나는 잡음을 줄이고 신호를 최대화하기 위해 빔 

토막기 인 HMS222와 고정 위상 증폭기 (Lock-in Am

plifier) SR530 및 EG&G사의 Model 5209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t-HCGD 셀과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한 Optogalvanic Spectroscopy의 전체 

적인 기기 구성도는 Fig. 1 에 나타내었다. 또한 St- 

HCGD 셀의 기본 구조는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St-HCGD 셀은 관통형으로 

음극관이 장착되었으며 실린더형의 양극을 사용하 

였고 전체적으로가스 흐름에 막힘이 없이 연속적으 

로 흐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실험방법. 레이저 다이오드는 파장에 따라 두 가 

지 종류로 나누어 선택하고 750-900 nm 범위는 A1- 

GaAs형 레이저 다이오드를 선택하고 660-690 nm 

부분은 InGaAIP형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세슘의 측정을 위하 

여서 미쯔비시사의 AlGaAs형 854 nm 영역의 레이 

저 다이오드를 사용하였고 파장의 주사는 고정된 온 

도에서 전류의 미세한 변화를 이용하였다. 시료의 

원자화 장치로 사용한 St-HCGD셀에 1000 ppm 세슘 

표준 용액 20 皿를 속빈 탄탈관에 직접 주입하고 흐 

름기체를 20~40mL/min의 속도로 흘려주면서 음극 

관내의 부분압은 1.8 torr의 압력을 유지하였다. 한편 

글로우 방전을 위 해 대략 30-40 mA의 전류를 유지 

하였다. 글로우 방전시 전압은 흐름 기체나 내부 압 

력에 따라 변화하므로 재현성 있는 실험을 행하기

Chopper: HMS222
110-300 msec

Frequency range:
1-3.5 kHz

St-HCGD cell: Current range:
Power supply model 210-01R 30-40 mA

(0~2 kV, 0*200 mA) Vacuum rate:
Vacuum pump alcatd. at. type 2015 60 L/min 
Varian TC vacuum gauge type 0531
Cole pamer flow meter Flow rate:

(50 mL/min)
Used gases: Argon

Used sample: Aldrich Chemical Co.
Cs AAS standard solution

(1000 ppm)

20-40 mL/min 
Ultrahigh-purity

(99.998%)

Injection volume:
20卩L

위하여 전기 쌍 압력 측정기와 흐름 측정기 및 nee

dle valve로 조절하여 음극관 내부의 기 체 흐름 및 압 

력 변화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다이오드 레이저 파장의 한방향 주사법을 이용하였 

으며 빔 파워로 인한 띠 나비 넓힘을 막기 위해 neu

tral density filter를 사용하여 파워를 조절하였다. St- 

HCGD셀에서의 optogalvanic 신호의 측정은 연속성 

레이저 빔을 토막내어 음극관에 보내고 플라스마안 

에 존재하는 원소가 레이저빔을 흡수할 때 음극 사 

이의 전류 변화에 의해 발생된 신호를 속빈 음극관 

과 직렬로 연결된 5kQ의 밸러스트 저항기와 0.1 

|庄의 축전기를 거치게 한 후 컴퓨터로 조정되는 외 

부의 전원 장치인 고정위상증폭기로 파장을 보내어 

신호를 검출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실험기기 및

1997, Vol. 41,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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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의 조건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결과 및 토의

St-HCGD셀 안에 주입 한 1000 ppm(2.50 |Ag) 농도 

의 세슘을 원자화하여 850 nm 중심 파장의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여 얻은 optogalvanic 스펙트럼이 

Fig. 3에 보여주고 있다. 세슘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이오드 레이저의 파장범위안에 가장 강한 전이가 

있어 약한 레이저 빔 파워에서도 쉽게 관찰될 수 있 

는 잇점이 있었다. 따라서 세슘의 852.34 nm 선은 우 

라늄, 가돌리늄, 사마륨의 Optogalvanic Spectrscopy 
기기에 대한 사전 검정이 필요할 때 많이 이용되기 

도 한다. 세슘의 강한 전자 전이는 852.34 nm(0— 
11732 cm T)에서 관찰하였는데 이 전자 전이에 의한 

optogalvanic 스펙트럼은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Doppler 영향에 의하여 한 봉우리만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스펙트럼에 나타난 봉우리의 나비는 681 

MHz이 었고 이 때 도플러 효과에 의 한 온도가 359 K 

정도로 계산할 수 있었다. 한편 852.34 nm Cs 선은 

Ar 선과 근접하여 있고 또 플라스마내에서 온도 차 

이에 의해 봉우리의 넓힘 현상으로 실험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포화 홉수분광법과 같은 

Doppler Free 분광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에 관 

한 실험 결과가 현재 정리 중에 있다. 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현재 

본 실험실에서 제작한 St-HCGD셀이 Optogalvanic 

신호를 얻을 수 있을 만큼 플라스마가 안정되어 미 

량의 농도를 Optogalvanic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고, 다 

른 하나는 다이오드 레이저가 St-HCGD 셀에 쉽게 

적용되 어 흡수 분광에 사용될 수 있는 광원으로서의 

입증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본 연구진에 의한 초기 

의 Optogalvanic Spectroscopy 실험 에서 본 바”와 같 

이 St-HCGD라는 정량분석이 가능한 원자화 장치에 

다이오드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으로써 레이저를 

광원으로하는 경제적이며 휴대가 가능하여 현장분석 

이 용이한 분석기술의 단면을 보일 수 있었다. 그리 

고 본 실험에서 행한 Optogalvanic 분광법은 도플러 

효과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없었지만 만약 Fre

quency Modulated Optogalvanic 분광법과 같은 Dop

ier free 분광법을 이용할 때에는 동위 원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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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oppler-limited cesium optogalvanic spectrum us
ing a 850 nm diode laser. 1000 ppm cesium solution 
was used. Current ramping technique was employed to 
scan the diode laser.

선 이동이나 초미세 갈라짐 등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원자분광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여 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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