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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소라도, 어디에서라도
분석할 수 있는
휴대용 LIBS 분석기

현장 분석장비 연재 시리즈
1. 이동형 GC/MS
2. 휴대용 GC/MS
3. 휴대용 LIBS
4. 휴대용 XRF

전세계에서 carbon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휴대용 원소분

시료라도 현장에서 분석이 가능하며, 휴대용 LIBS 중에서 유

석기! 합금 중 Li, Be, B, C, Al 등 경금속 분석이 가능하여

일하게 argon canister를 장착할 수 있는 장비로서 argon

Spark OES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를 대체할 수

환경에서 분석시 특히 light element에서 10배 이상의 감도

있는 레이저 기반 고성능 원소분석기입니다.

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원소 분석 기술로 활용되어 온 LIBS
기술이 최근에는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한 휴대용 장비로 개
발되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그 동안 LIBS는 광물 분석에
서부터 각종 생산 공정, 우주산업, 생명의학분야에까지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현장에서 분석 가능한
휴대용 장비의 개발로 빠른 분석 시간과 휴대 편의성의 장점
까지 더해져서 휴대용 LIBS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SciAps사에서는 고분해능 스펙트로미터의 개발, 고
성능 프로세서와 레이저 기술의 접목으로 LIBS 기술을 휴대
용 장비로 소형화 하는데 성공하였고, 2017년에는 세계 최초
로 carbon 함량을 0.015%까지 측정할 수 있는 carbon app

LIBS(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metry) 란?

을 출시하였다. SciAps사 LIBS는 강력한 레이저 기술을 기
반으로 금속 뿐만 아니라 세라믹, 토양, 암석, 유리 등 어떤

레이저유발플라즈마분광법(Laser Induced Brea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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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metry)은 레이저를 이용한 분광 분석법의 한 종류로서

정하지 못하는 Mg 이하의 light elements(C, Li, Be, B, H,

주기율표상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정성,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

N, O)까지도 높은 정확성으로 낮은 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다.

LIBS는 Pulsed, focused 레이저를 시료에 집속시켜, 플라즈마

2017년 SciAps사에서는 세계 최초로 휴대용 장비로 “car-

가 생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에너지를 시료에 조사하여 시료 중

bon”을 측정할 수 있는 LIBS용 carbon app을 출시하였다.

원소를 여기시킨다. 들뜬 전자들은 정해진 전자궤도를 이탈하

이로써 SciAps사 LIBS는 전 세계에서 carbon을 측정할 수

고 플라즈마가 cooling 되면서 전자들은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

있는 유일한 휴대용 분석기가 되었다. Carbon App은 일반

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wavelength와 intensity

적인 금속 원소에 대한 calibration에 더해 0~1% 범위의

를 측정하여 원소를 정성, 정량 분석한다.

carbon calibration을 포함하고 있어, 약 10~15초 이내에
0.015% 이상의 carbon 함량을 분석할 수 있다. 휴대용 LIBS
를 이용하여 Stainless steel의 L grade 분류도 가능하다.
또한, Lithium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어 batteries,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원료 lithium의 순도검사, battery의 layer 검
사, 엔진, 터빈 등의 coating material 검사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Mg, Li, Be의 아주 작은 함량 차이로 인한 알루
미늄 분류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그림 1> LIBS(레이저유발플라즈마분광법)의 원리

고성능 휴대용 LIBS의 주요 기술
세계 최초! 유일한 고성능 휴대용 LIBS
SciAps사 LIBS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고성능 휴대용 LIBS
2014년 SciAps사에서는 이러한 많은 장점이 있는 LIBS 기술
을 레이저와 검출기 등의 자체 기술 개발로 휴대용 장비로 소
형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기존 LIBS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휴대용이라는 장점까지 더해져 어떤 시료라
도 어디에서라도 LIBS의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원소
의 정성,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다.

인 것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술들이 개발, 적용되었기 때문
이다.
1 Argon purge

SciAps사 LIBS 내부에는 argon canister가 장착되어 있
고, 이것은 사용자가 직접 교
체할 수 있다. 이것은 휴대용

현재 휴대용 원소 분석기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장비로
XRF(X-ray Fluorescence)가 있다. XRF는 X-ray를 이용한
원소 분석 장비로서 LIBS와 마찬가지로 시료 전처리가 필요

LIBS 분석기 중에는 유일하게
SciAps사 LIBS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이미 argon 환경이

없고, 빠른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X-ray

특히 light element에 대해 10배 이상의 감도를 제공할 수 있

사용에 대한 신고, 승인 과정이 필요하며, 주로 Mg 이상의 원

다는 것은 많은 OES 사용자들에 의해 입증되었고, air 환경에

소 분석에 활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서 분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확성과 limit of detection
(LOD ; 검출한계)을 제공한다.

하지만 SciAps사 LIBS의 경우, X-ray를 사용하지 않아 방사
선 사용에 관한 신고, 승인 과정이 필요 없으며, XRF에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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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stered 2D Laser

서나 실시간으로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LIBS는 30년 이상 실험실에서 연구, 개
발되어 온 기술로서, 관련된 수백 권의

SciAps사 LIBS는 LIBS 분석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휴대

과학 논문들이 있다. 이들 논문에 따

편의성까지 더해진 세계 최초의 고성능 휴대용 LIBS이다. 사용

르면 최적의 정밀성을 얻기 위해 시료

자마다 고유한 calibration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Pro-

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데이터를 획득

fileBuilder S/W, calibration 없이 단지 스펙트럼의 분석을 통

하고 이의 평균값을 이용해야 하며, 레

해 시료에 어떤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element

이저는 시료의 아주 작은 size의 spot에 집속되어야 한다(50

pro App, 지질이나 암석 시료에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와 해당

um). SciAps사 LIBS에는 이 기능이 그대로 적용되어, 시료의

원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Geo

서로 다른 위치로 레이저를 자동으로 움직이며 데이터를 획득

-Chem Pro App 등 시료와 분석 특성에 맞춰 다양한 App

하고, 0.X 초 이내에 이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평균을 보여준다.

을 선택,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료의 전처리 없이, 수소
부터 우라늄까지 주기율표의 모든 원소를 빠르고 정확하게, 휴
대용으로 측정할 수 있는 SciAps사 LIBS는 다양한 분야에서

3 자체 개발한 Spectrometer와 Laser

활용 가능하며, 앞으로 그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Spectrometer

Laser

LIBS 분석은 플라즈마의 생성에서부터 시작하므로 플라즈마
의 생성이 분석기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최적의 플라즈마
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전력 밀도로 레이저가 시료
에 집속되어야 한다. SciAps사의 PULSAR laser 기술은 5~6
mJ/pulse 에너지를 최대 50 Hz로 집속시킨다. 또한, SciAps사
LIBS는 특허받은 stack spectrometer 기술을 이용하여 넓은
범위의 wavelength 데이터를 가장 좋은 분리능으로 검출한다.

분석기 Software를 안드로이드폰처럼 운영
SciAps사 LIBS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하여 마치 핸드폰
을 사용하듯이 장비를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는 편리한 운영과
손쉽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분석에서 활용되
는 휴대용 장비로서의 편리성을 한층 높여준다. 직관적인 아이
콘과 익숙한 기능으로 누구나 쉽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시료의 사진, 비디오 파일 등)를 블루투스, Wi-Fi 등
을 통해 PC 또는 안드로이드 폰에 즉시 공유할 수 있다. 인터넷
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 SciAps사 SYNCH App을 통해 어디에

SciAps사 휴대용 LIBS
동영상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