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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폐금속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섞여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금속 스크랩을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금속 선별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레이저유도붕괴분광법(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poy, LIBS)은 빠른 속도로 공기 중에서도 다원소 분석이

가능하여 실시간 선별이 가능한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으며, 측정된 LIBS 데이터의 다변량 통계분석을 통해 분

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업체로부터 획득한 5종류의 현장 폐금속 시료의 LIBS 성분 분석을 진

행하였다. 금속 종류별로 좀 더 정확한 선별을 위해 적합한 분광선의 선정을 토대로 다변량 통계분석법이 적용되었으며, 선정된 분

광선들을 이용하여 높은 정확도와 속도로 분류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LIBS 기술의 산업현장에서의

실시간 폐금속 선별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폐금속, 재활용, 레이저유도붕괴분광법(LIBS), 다변량 분석, 분류

Abstract

To enhance the recycling rate of used metal resources, it is strongly desired to develop a metal sorting system that can auto-

matically identify metal type from mixed metal scraps and sort them separately.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LIBS)

is a technique that enables real time classification of different metals based on multi-elemental and in-air analysis. In this work,

we report the results of LIBS elemental analysis of field scrap samples acquired from a recycling company. By applying mul-

tivariat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LIBS signals of five different metals could be perfectly classified if surface contamination

was removed. The classification accuracy degraded for LIBS signals including contaminant emission, which however could be

overcome by performing the multivariate analysis using properly selected emission lines of higher correlation only. The sig-

nificant improvement in classification accuracy and process speed by the selection of proper emission lines demonstrated the fea-

sibility of LIBS technique as an industrial tool for metal scrap s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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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철의 생산과 수요는 30년 전

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간 매년

5~10%씩 증가하는 추세이다1). 철 이외에도 많은 계열

의 금속들이 건물, 도로, 다리,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

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속의 생산에서 발생되

는 에너지 소비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

속의 재활용 기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속자원 소비량의 95% 이상을 수입

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속자원의 재활용

을 통한 자원 절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2,3). 특히

폐금속은 최소한의 정제과정만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금속자원으로 재활용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우

리나라의 경우 매년 4조원 규모의 폐금속 자원이 발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사업장계 폐금속은 80% 이

상 재활용되고 있으나, 일반 폐금속의 경우 재활용률이

10~15%로 매우 낮으며 폐금속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과 발생되는 처리비용으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때

문에 폐금속 재활용은 자원절약 차원에서 국가적 역점

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높은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폐금속 재활용기술 및 관련 산

업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

폐금속 자원의 재활용률이 낮은 핵심적인 이유는 폐

금속 스크랩의 수집 경로 및 종류가 다양하여 통일된

기준으로 분류가 불가능하고, 수집 경로가 불분명한 폐

금속의 종류 및 성분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폐자원 선별기술로는 근적외선

을 이용한 플라스틱 분류, 가시광을 이용한 색상별 분

류, X-ray를 이용한 금속/비금속 분류 등이 있으나 활

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5,6). 전자기 센서의 경우

자성을 띄는 철금속 분류는 가능하나 알루미늄, 동, 납,

아연과 같은 비자성 비철금속 분류는 불가능하여, 대부

분 수선별에 의존하고 있다3,7). 따라서 폐금속 자원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폐금속을 정확하고 빠른 방

법으로 선별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최근 레이저유도붕괴분광분석(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선별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8,9).

LIBS는 고체, 액체, 기체 등 시료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기율표상의 거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정량 및 정성

분석이 가능한 분석법이다10). 나노초 펄스 레이저를 시

료 표면에 집속시키면 이 집속된 에너지에 의해 조사

부분이 미량의 원자 상태로 기화되고, 플라즈마를 발생

시킨다. 여기 상태로 존재하는 원자 및 이온은 일정 시

간 경과 후 에너지를 방출하며 다시 기저상태로 돌아가

는데, 이때 원소의 종류 및 여기 상태와 기저 상태의

에너지 차이에 따라 고유의 파장을 갖는 빛을 방출한다.

이때 발생하는 분광신호를 분광분석 장치를 사용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분광신호의 파장 및 세기를 분석하

여 시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성분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LIBS 기술은 전체 측정이

1초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완료되며 별도의 샘플링

및 전처리과정 없이 바로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을 위

한 별도의 환경이 필요하지 않고, 공기 중에서 높은 공

간정밀도로 측정이 가능하여 실시간 물질분포 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석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 폐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금속

들을 재활용업체에서 획득하여 LIBS분석을 수행하였다.

정확한 분광신호 분석을 위해 다변량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높은 속도와 정확도로 이종금속을 분류

할 수 있도록 적합한 분광선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선정된 분광선을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서

수집된 폐금속을 대상으로 분류를 실시하여 LIBS 기술

이 폐금속의 자동선별에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는 실제 폐금속 재활용업체에서 가장 많

이 발생하며, 또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알루미늄, 황동,

동, 강철, 스테인레스강 등 5종류의 금속을 대상으로

LIBS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금속 계열에 해당하는 폐

금속 시료들은 국내 재활용 업체로부터 획득하였으며,

획득한 시료들은 Fig. 1과 같이 LIBS 측정을 위해 대

략 2~3 cm의 크기로 연삭 가공하였다. 실제 실험에 사

용된 금속별 시료의 수는 알루미늄 10개, 황동 6개, 동

Fig. 1. Photograph of field scrap pieces used for LIB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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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강철 4개, 스테인레스강 10개 총 36개로, 동일한

금속에서 각각의 시료들은 서로 다른 폐금속 시편에서

절단하여 채취하였다. 

2.2. 실험 장치 및 방법

Fig.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상용 LIBS 시스템

(Applied Spectra Inc., RT250-EC)의 개략도를 나타낸

다. 상용 LIBS 시스템은 약 5 ns의 펄스폭을 갖는 2조

화파(λ = 532 nm) 야그레이저(Q-switched Nd:YAG,

New-Wave Research Inc., Polaris II)를 광원으로 사용

하고 있으며, 레이저 빔은 대물렌즈를 통해 금속 표면

위에 수직으로 조사된다. 또한 형상이나 크기가 일정하

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도 항상 레이저 초점위치에 시료

표면을 위치시킬 수 있도록 5 mm 분해능을 갖는 레이

저센서(Laser sensor, Micro-Epsilon, optoNCDT 1402-

50)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다. 시료는 3축 이송계를 사용하

여 위치를 변경하면서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재활용

업체에서 획득한 시료의 표면은 페인트, 먼지, 오일 등

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료와 렌즈 사이에 보

호창(Protective window)을 두어 레이저 조사 시 발생

될 수 있는 오염 입자에 의해 렌즈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레이저 조사 시 발생된 플라즈마 분광신호

는 45도 대각선 방향에서 2개의 렌즈를 이용하여 수집

한 후 광섬유를 통해 0.1 nm 분해능을 갖는 6 채널

CCD-분광기로 분석하였다. 

실제 측정 시 사용된 레이저 및 분광계 조건들은

Table 1과 같으며, 측정된 분광신호의 신호 대 배경비

및 잡음비를 고려하여 최적조건을 선정하였다. 각 시편

에서의 분광신호 측정은 시료의 표면상태가 불균일한

점을 고려하여 시료 당 5 곳의 다른 위치에서 실시하였

으며, 각 측정 위치에서 30번의 반복 측정을 수행하였

다. 즉, 각 금속시료 별로 총 150개의 분광신호데이터

를 획득하여 분류에 사용하였다.

2.3. 통계분석 방법

LIBS 실험으로부터 획득한 분광신호는 금속종류에 따

라 다양한 파장에서 매우 다른 크기의 분광세기로 구성

이 되어 있어, 이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다양한 통계분석들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통계분석기법의 하나인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이용하였다11). PCA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변수들이 관

측되었을 때 이 변수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

를 최대한 보유하는 새로운 변수들을 정의함으로써 다

변량 통계분석 시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주는 과정이다.

측정된 LIBS 데이터에 일차적으로 PCA를 적용하여 차

원축소를 시행한 후, 금속종류 선별을 위해 선형 판별

분석법(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을 사용하였

다12). LDA는 데이터를 여러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표

현하였을 때 서로 다른 그룹으로 잘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상관계수를 찾는 방식으로, 구현된 알고리즘에

서 분석된 상관계수의 검증은 10-겹 교차검증법(10-fold

cross validation)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분석

알고리즘의 경우 입력하는 데이터의 선택 및 정규화 작

업으로 선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 상대적으로 적은 계산시간과 높은 정확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특정 분광선들을 선정한 후 통계분석을 진행

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LIBS 스펙트럼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알루미늄, 황동, 동, 강철, 스테

Table 1. Laser and spectrometer conditions for the LIBS

measurements

Spot diameter 150 µm

Energy (Fluence) 6.3 mJ (35.57 J/cm2)

Repetition rate 10 Hz

Number of shots 30

Number of points 5

Gate delay 0.5 µs

Gate width 1.05 ms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LIB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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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레스강 폐금속 시료의 금속별 LIBS 분광신호를 Fig.

3에 제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시료의

LIBS 측정은 동일한 레이저 및 분광계 조건들로 진행

되었으며, 총 36개의 시료에 대해 시료당 150개의 스펙

트럼이 측정되어 총 5400개의 분광신호를 획득하였다.

실제 측정된 LIBS 분광신호의 세기는 금속 종류별로

크게 차이가 나므로, 비교 분석을 위해 각 금속별로 최

대 신호세기로 나누어 줌으로써 표준화를 진행하였다.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속별로 분광선이 발생되

는 파장의 위치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루미늄

시료의 경우 Al(I) 396.1 nm, Al(I) 309.2 nm 영역에서

황동 및 동 시료에서는 Cu(I) 324.7 nm, Cu(I) 521.8

nm, 강철 및 스테인레스강 시료에서는 Fe(I) 373.3

nm, Fe(I) 438.35 nm와 같이 각 금속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분광선들이 특징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3(f)는 동일한 파장 영역에서 측

정된 5종류의 금속의 분광신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금

속별로 분광선의 위치와 세기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연(Zn) 함량이 높은 황동의 경

우 Zn의 분광선 세기가 높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리(Cu)의 경우 황동 및 동 시료에서 측정된

분광선의 세기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강철 및 스테인

레스강의 주요 성분인 철(Fe)의 경우 강철 및 스테인레

스강에서 분광선 세기가 모두 높게 측정되었으며, 크롬

(Cr) 및 니켈(Ni)의 경우 스테인레스강에서만 높게 측정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금속별로 측정된 주요 원소성분 및 미량원소를

Table 2에 제시하였으며, 실제 산업 현장을 거쳐 회수

Fig. 3. Normalized LIBS spectra of (a) Aluminum, (b) Brass, (c) Copper, (d) Steel, (e) Stainless steel, and (f) a comparison over

the same spectral range of these signals.

Table 2. List of detected elements by LIBS from each metal scrap 

Metal type Major element Trace element Contaminant peak

Aluminum Al Si, Mg Ca, K, Na, Ti

Brass Cu, Zn Sn, C Ca, K, Na, Fe

Copper Cu Zn, C Ca, K, Na

Steel Fe Cr, Ni, Mo Ca, K, Na

Stainless steel Fe, Cr, Ni Mn, Mo Ca, K,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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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료이기에 표면 부분에서 측정된 스펙트럼의 경우

특정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분광선이 공통적으로 검출되

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칼슘(Ca), 나트륨(Na), 칼륨

(K) 등에 해당하는 분광신호는 금속자체의 신호보다는

표면의 오염물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원소

의 분광신호는 레이저 조사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위치에서 레이저를 반복적으로 조사할 때 펄스

수가 증가할수록 신호의 세기가 줄어들었으며 펄스수가

10~15회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신호가 거의 사라짐을

알 수 있었다.

3.2. 다변량 통계분석

Fig. 4는 측정된 LIBS 분광신호의 PCA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사용한 5종류의 금속

이 갖는 고유의 분광신호 파악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

으므로, 시료의 표면오염을 고려하여 오염물질 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펄스수 20회 이후의 분광신호들만을 대

상으로 PCA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a)의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 PC) 1 및 PC 4를 이용한 주성

분 점수 결과를 보면, 금속 재질별로 군집이 잘 형성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군집이 잘 형성된다

는 것은 금속별로 선별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는 다시 말해 본 연구에 사용한 5종류의 금속을 LIBS

측정을 통해 높은 정확도로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주성분 점수 결과의 해석은 PCA의 상관계수를

통해 분석되며, PC 1부터 PC 4까지의 상관계수 결과

를 Fig. 4(b)에 제시하였다. Fig. 4(b)에서 각 PC가 어

떤 원소들의 함량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예

를 들어 PC 1의 상관계수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철 등의 다른 금속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파장에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PC2, PC3, PC4의 경우 철, 크롬, 구리나 아연 등이

양의 값을 가지는데 이러한 주성분들을 동시에 고려하

면 실제 측정된 시료에 어떤 종류의 금속이 들어 있는

지를 알 수 있게 된다. PCA 결과를 바탕으로 20회 이

후의 펄스에서 측정된 총 1800개의 분광신호에 LDA를

적용했을 때 모든 분광신호가 금속별로 정확하게 분류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에서는 시료의 표면오염을 고려하여 오염물질

신호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20회 이상의 펄스에서 측

정된 LIBS신호를 대상으로 분류를 실시하여 100%의

정확도로 분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폐금속

선별에 LIBS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은 수의 펄

스, 예를 들면 한 두 번의 레이저 조사만으로도 선별이

가능해야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분류속도나 경제성을

만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레이저 펄스에 의해 측정된 LIBS 신호만을 이

용하여 금속별 분류가 가능한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

였다. 일차적으로 첫 번째 펄스에서 측정된 180개의

LIBS 신호를 이용하여 위의 Fig. 4에서와 같은 방법으

로 전체 파장영역을 대상으로 LDA를 적용하였을 때

분류정확도는 약 82.2%를 얻을 수 있었다. 동일한 방

법을 두 번째 펄스에서 측정된 동일한 개수의 LIBS 신

호에 적용했을 때는 분류정확도가 89.4%로 향상되었으

나, 여전히 분류정확도가 90%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 펄스 신호에서 낮은 분류

정확도가 나오는 이유는 표면 오염 효과로 인해 일부

파장의 LIBS 분광신호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등이 원

Fig. 4. (a) Score plot and (b) loading plot of the PC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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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펄스에서는 첫 번째 펄

스에 의해 표면오염이 어느 정도 제거됨으로 인해 분광

신호가 더 명확해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펄스 LIBS 신호만을 이용한

분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CA

의 상관계수 결과에서 높은 값을 가지는 분광선들만을

사용하여 LDA를 적용하였다. PCA 상관계수에서 높은

값을 갖는 분광선들은 각 금속 고유의 성분에 대한 정

보를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불규칙적으로 변하

는 표면오염신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신호에

해당하므로, 각 금속 원소별로 상관계수 값의 크기에 따

라 가장 큰 값부터 4개씩 총 20개의 분광선들을 Table

4와 같이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한 분광선들을 변

수로 사용하여 LDA를 적용하였을 때, Table 3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첫 번째 펄스 신호만을 이용하여 분류하

였을 때 분류정확도가 95.5%로 향상되었으며(전체파장

사용의 경우 대비 정확도 13.3% 향상), 두 번째 펄스

신호만을 분류한 경우 분류정확도가 99.4%(정확도 10%

향상)로 오염물질의 영향이 없는 LIBS 신호만을 이용

했을 때의 분류정확도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선정된 분광신호만을 이용하여 분류할 경우

LDA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 파장 데이터를 사

용했을 때에 비해 약 1/40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 결

과는 선정된 분광선을 사용할 경우 매우 높은 분류 정

확도와 속도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업체에서 회수된 주요 폐금속

들의 재질별 선별에 LIBS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

기 위해 실제 폐금속 시료를 대상으로 LIBS 측정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다변량 통계분석을 통해서 금속 재

질별 주요 원소 성분들을 확인하였으며, 표면 오염을 고

려하지 않았을 경우 주성분 분석법(PCA)을 통해 정확

한 분류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산업 현장을 고려하여

레이저 조사 횟수를 제한한 후 다변량 통계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이 경우 특정 분광선들을 선정하였을 때 더

높은 분류 정확도와 속도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높은 분류 정확도와 속도를 바탕으

로 LIBS 분광분석 기술을 실제 재활용 현장에서 이종

금속의 실시간 선별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

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동 중인 폐금속의 선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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