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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이오드 레이저를 optogalvanic spectroscopy°fl 이용하여 우라늄, 토륨 및 루비듐에 대한 전 

자전이 및 다이오드 레이저의 분광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흡수스펙트럼의 분석은 속빈 음극관내 음극표 

면에서 튕김에 의해 형성된 고온의 금속원자 기체를 다이오드 레이저후 이용하여 금속원자의 광흡수 현상에 

따른 임피던스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수행되었다.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여 자연산 악티늄족 원소인 

토륨과 우라늄의 검출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 이용된 optogalvanic spectroscopy에서는 Doppler 효과로 

인한 띠 나비에 제한이 있어 초미세 갈라짐이나 동위원소 선이동을 관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루비듐 780.023nm에서는 Doppler 띠 넓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위원소의 선이동과 초미세 갈라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이오드 레이저가 방사능을 지닌 악티늄족 원소들의 검출과 이들의 동 

위원소 존재비를 측정할 때 유용하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란탄족 및 악티늄족의 초미세 갈라짐 상수와 

같은 분광학적으로 중요한 파라미터를 구하는데에도 긴요하게 쓰일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ABSTRACT. First observation of uranium using a diode laser was published recently.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by the optogalvanic spectroscopy using diode lasers. A laser source causes the current 
change in a hollow cathode discharge lamp when metal atoms in plasma absorb the diode laser light. 
The optogalvanic signal is collected by detecting the current change. This work is the extended investiga
tion of our previous research, the uranium detection using a diode laser. New electronic transitions 
of uranium and thorium in 775~850 nm were investigated using diode lasers. In addition, the Rb(D 
optogalvanic spectra at 780.02 nm and 794.76 nm were studied. The Rb(I) spectrum at 780.02 nm 아lowed 
the isotopic features and hyperfine splittings. This work provides a key idea that the diode lasers are 
useful in the specrochemical analysis of the radioactive actinides that have a rich spectrum with transitions 
which can be easily reached with AlGaAs diode lasers. Also, this study shows that the diode lasers 
can be an important tool to find the spectroscopic parameters of actinides and rare earth elements which 
have not known.

서 론

레이저의 사용이 과학분야에 급속히 증가한데는 

레이저가 다른 광원으로는 얻기 힘든 높은 광에너지, 

결맞음, 좋은 시간적, 공간적 분해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i~5. 특히 i960년대 초에 처음 소개된 다이 

오드 레이저는 액체질소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빔의 power와 optical quality가 다른 레이저에 뒤 

떨어졌던"8 초기의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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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이점 등으로 통신망, 

가전제품, 세미나용 pointer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응용되고 있다. 근래에 다이오드 레이저는 높은 스 

펙트럼 분해능과 시간에 따른 안정된 레이저 빔의 

세기로 인하여 고분해능 분광법9게 이용되었으며 

분석용 분광계의 광원으로서 원자흡수 분광법 w에도 

이용되었다. 이러한 다이오드 레이저는 분해능의 제 

한을 받는 동위원소간의 분리나 질량분석기로 분석 

이 곤란한 동중원소간의 분석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분광분석에 많이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다이오드 레이저는 경제적이고 부피가 

작으며 사용이 간편한 휴대용 분광계의 개발에도 

많이 기여하리라 사료된다」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 

고 현재까지 다이오드 레이저를 활용한 분광학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다이오드 

레이저가 가변파장에 제한성이 있고 mode hop- 
ping에 의한 파장의 불연속성으로 분광계용 광원으 

로서의 근본적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들은 최근 실험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되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짧은 

시일내에 이러한 단점들의 바람직한 해결이 있으리 

라 본다. 다이오드 레이저의 좁은 띠 나비는 방사능을 

지닌 악티늄족 원소들의 검출은 물론이고 이들의 

동위원소까지도 분석이 가능케 할 수 있다. 1992년에 

Edelson 등边은 최초로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 검출에 대한 연구는 보고함으로써 이전까지 

전혀 보고된 바 없는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악 

티늄족 원소들의 분광분석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그들의 실험은 다이오드 레이저를 방사성 동 

위원소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성 

공시킨 중요한 결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 

의 검출에 대한 연구12를 더 확장하여 우라늄의 다른 

전자전이의 관찰과 토륨의 분석 및 루비듐의 검출을 

통해 다이오드 레이저의 분광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의 활용성 등을 고찰하였다. 특히 방사능을 지닌 

악티늄족 원소들의 분광 분석에 다이오드 레이저의 

실제적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루비듐의 Opto 
galvanic spectroscopy를 통해 동위원소의 선이동과 

초미세 갈라짐을 관찰하였다.

실 험

Optogalvanic Spectroscopy는 간단하고 감도가 

높은 분광법으로서 de 방전으로 형성된 플라스마내 

에 존재하는 금속 원소들을 흡수공명파장의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음극과 양극 사이의 임피던스 혹은 

전류의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금속 원자의 흡수 스 

펙트럼을 구하게 된다"Ta. 본 실험에서는 상업용으 

로 제작된 우라늄, 토륨 및 루비듐의 속빈 음극관 

（Photron사）과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한 Doppler- 

limited Optogalvanic Spectroscopy-f- 이용하여 각 

금속원소를 검출하였다. 이들 속빈 음극관의 전원으 

로는 Bertan Model 205B-01R（0~l kV, 0~30 mA） 
직류 전원을 사용하였다. 다이오드 레이저는 Mitsu- 
bishi사와 Hitachi사의 AlGaAs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였고, 다이오드 레이저의 전원과 온도 조절기 

는 ILX Lightwave Model 3207B와 5910B를 각각 

사용하였다. 이때 다이오드 레이저의 파장은 레이저 

다이오드에 보내는 전류의 양과 온도의 변화에 따라 

조절되는데 보통 미세한 주사 파장은 전류를 변화 

시켜 조절하고, 이에 반해 큰 파장은 온도를 변화시켜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이오드 레이저의 전원과 

온도 조절 장치는 잡음이 적고 안정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본 실험에 

사용한 Mitsubishi ML64110N 다이오드 레이저의 

경우 루비듐 12887cm1 선의 감지를 위해 18.2°C의 

온도를 유지하며 전류를 141.4 m仏에서 144.6 m仏까 

지 변환시켰고, 우라늄 12893 cn「' 선은 18.2°C의 

온도에서 전류를 153.3 mA에서 153.8 mA까지 변환 

시키며 스펙트럼을 얻었다. 전반적으로 lcn「i/°C나 

O.lcmT/mA의 파장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원 

하는 파장에 가까운 공칭파장을 가진 레이저 다이 

오드의 선택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일반 다이오드 

레이저의 경우 보통 공칭파장으로부터 ±5nm 정 

도의 파장 범위에서 파장을 가변시킬 수 있고 공칭 

파장을 가진 다이오드 레이저의 경우 공칭파장 부 

근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mode hopping에 의한 파 

장의 불연속성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 

사용한 AlGaAs 다이오드 레이저는 20〜30 MHz（약 

0.0007~0.001 cmf 의 띠 나비를 지니고 있고, 일단 

초기 釦분 정도의 예열 후부터는 장시간 동안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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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Diode Laser
Ml & M2： Mirrors 
8S Beam Splitter 
NDF. Neulra) D히isity Filler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overall instrument시 

setup for the opstogalvanic spectroscopy using diode 
lasers.

이동이 0.01 cm^1 정도로 매우 안정함을 볼 수 있 

었다. 다이오드 레이저는 한 번에 단색파장만이 나 

타나는 single mode와 여러 파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multiple mode로 구분되고, 주로 분광계용 광원으 

로는 single mode 다이오드 레이저가 유용하고, CD 
player나 pointer용으로는 가격과 power면에서 유 

리한 multiple mode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sinlge mode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광원의 파장과 mode의 안정도는 실험의 

정확도와 정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들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다이오드 레 

이저의 파장은 Burleigh(WA-20) WAVEMETER로 

측정하였고, 띠 나비와 레이저 빔의 mode는 Bur- 

leigh사의 2 GHz Spectrum Analyzer(SA-200)와 

Tec Optics사의 300 MHz Spectrum Analyzer(VlS 

23)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광원을 쓸 경 

우 일어나는 잡음을 줄이고 신호를 최대화하기 위해 

토막틀과 고정위상 증폭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거의 모든 실험은 3.0 KHz에서 3.2 KHz 사이의 토 

막을 주파수 범위 (Chopping Frequency Range)내에 

서 이루어졌다. 본 실험에 사용된 기기의 전체적인 

구성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실험방법

컴퓨터로 조정되는 외부의 전원장치인 고정위상 

증폭기의 A/D voltage out으로부터 다이오드 레이저 

전원의 current modulation input에 첨가 전류를 

보내어 파장을 가변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 외에 초기 실험에는 반복성의 triangle wave 
function을 전자전이가 일어나는 파장 부근에 지속 

적으로 보낸 후 반복적으로 주사하여 형성된 번갈이 

봉우리의 거리와 주사파장의 범위를 계산함으로써 

검정하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전자의 방법을 일방 

주사법이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반복 주사법이라 

명명한다. 3 kHz의 토막틀을 이용하여 연속성 레이저 

빔을 토막내어 음극관에 보내 플라스마 안에 존재 

하는 원소가 레이저 빔을 흡수할 때 음극 사이의 

전류 변화에 의해 발생된 신호를 속빈 음극관과 직 

렬로 연결된 5kfl의 ballast resistor와 0.1 gF의 축 

전기를 거치게한 후 고정위상 증폭기를 통하여 검 

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라늄, 토륨 및 루비듐을 측정할 

수 있었고 우라늄의 경우에는 기발표된 778.4 nm 
(620— 13463cmT)를 제외한 전자전이만을 다루었 

다. 본 실험에 사용한 속빈 음극관은 99.9% 이상의 

以U으로 만들어져 자연산 우라늄의 방사성 동위원 

소인 理U와 235U는 검출할 수 없었다. 토륨은 자연 

상태에는 한 종류만 존재하여 동위원소의 측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781.777 nm, 833.045 nm 및 

841.673 nm에서의19 서로 다른 세 전자전이만을 

관찰하였다. 토륨의 전자전이 중 841.673 nm(0 t 
11878cmT)에서 레이저 power와 속빈 음극관의 

전류 세기에 따른 신호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때 

레이저 power는 neutral density filter를 사용하여 

세기를 조절하였다. 루비듐의 경우 780.023 nm와 

794.760 nm에서I，스펙트럼을 얻었는데 780.023nm 

에서의 전이는 Wavefunction generator# 이용한 

반복주사법을, 784.760 nm에서의 전이는 컴퓨터를 

이용한 일방주사법을 이용하였다. 일방주사법은 보 

더 더 정밀하고 정확한 파장의 주사가 가능하고 이때 

수집한 신호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필요한 분석용 

프로그램에의 응용이 가능하였다. 본 실험에 적용한 

기기 조건들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실험에서 적용한 기기의 조건들은 

실험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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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strumental components and operating conditions for uranium, thorium and rubidium optogalvanic 
spectroscopy using diode lasers

Instumental component descriptions Operating conditions

Laser diodes:
Mitsubishi ML2701-01 (Power: 10 mW, X=830± 15 nm) Operating current: 55 to 90 mA

Operating temperature: —40~70°C
Mitsubishi ML64110N (Power: 30 mW, X=776± 5 nm) Operating current: 7$ to 180 mA

Operating temperature: — 40~80°C
Mitsubishi ML4012N (Power: 5 mW, X=794± 5 nm) Operating current: 45 to 70 mA

Operating temperature: —40~60°C
Hitachi HL7801E (Power: 5 mW, X=778± 7 nm) Operating current: 50 to 90 mA

Operating temperature: 一10~60弋

Precision current source:
I LX Lightwave 3207B (Resolution: 0.1 mA) Output current range: 0 to 200 mA

Thermoelectric temperature controller:
ILX lightwave 5910B (Resolution: 0.1°C, Temperature range: — 20~5(凡
Stability: 0.005°C or better for short term)

밝히는 바이다.

Laser housing: ILX Lightwave LDM-4412 Temperature controlled laser diode 
mount, controlled by ILX 5810B

Hollow cathode discharge lamp:
Photron U, Th and Rb Lamps (Stama Cells, Inc.) Operating current: 10~15mA

Operating voltage: 150~500V

Power supply for HCD lamp: Bertan Model 205B-01R Operating voltage range: 150~500V
Operating current range: 10 to 15 mA

Lock-in amplifier:Sensitivity: 02 to 1 mV
EG & G Model 5210 & Stanford Research System SR510 Time constant: 110 to 300 msec.

Chopper: Stanford research system SR540 Frequency range: l~3.5kHz

결과 및 토의

우라늄 스풕트럼. Optogalvanic spectroscopy에 

의한 최초의 우라늄 스펙트럼은 778.413 nm에서 

Hitachi HL7801E AlGaAs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 

하여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공칭 

파장을 가진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우라늄 

의 775.987 nm와 776.184 nm에서의 전자전이는 Mi- 
stubishi사의 ML64110N 레이저 다이오드를 838.186 

nm와 844.535 nm에서의 전자전이는 ML2701-01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였다. 이 전자전이들에 대 

해서는 한 번의 주사에 한 봉우리만을 측정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mode hopping없이 넓은 파장 

범위를 측정하기가 곤란했고, 원하는 분해능내에서 

측정할 경우 측정해야 할 데이타 용량이 커서 빠르고 

용량이 큰 컴퓨터의 사용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었 

다. 776.184 nm(7006— 19885 cm-】)에서 전자전이를 

갖는 우라늄 스펙트럼은 FWHM(The Full Width at 

Half Maximum)/]- 460 MHz였고, 이 전자전이에서 

속빈 음극관의 전류세기에 따른 신호 세기의 의존 

도를 관찰한 결과 F讶.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류의 

세기에 따라 신호가 선형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레이저를 이용하여 12705.0203 
cnL와 12704.9425cnL에서 두 개의 봉우리를 동 

시에 관찰한 우라늄 스펙트럼을 廊.3에 나타내었다. 

이들 봉우리는 Gauss 곡선형태를 이루고 있어 온 

도에 의한 Doppler 효과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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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plot of hollow cathode discharge lamp cur
rent versus uranium and thorium optogalvanic signal 
intensities. 口，Uranium; ▲, Tho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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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thorium optogalvanic spectrum at 0-» 
11877 cm-1 transition having FWHM (the full width 
at h인f maximum) of 445±26MHz. *, Raw data; —, 
Gaussian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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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uranium optogalvanic spectrum showing 
two peaks at 12705.0203 cm-1 and 12704.9425 cm-1.

며20 이들 봉우리 나비(FWHM)는 450〜460 MHz였 

다. Doppler 띠 넓힘에 의한 이들 봉우리 나비를 

이용하여 플라스마 온도를 계산한 결과 650~680°C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우라늄은 자연적으로 세 가지 

동위원소인 ^UQOOe%)과 235U(0.72%) 및 ^(99.3 
%)이 존재한다. 여기서 살펴본 모든 전자전이는 단지 

湖11에 의한 것이었고 동위원소에 의한 선이동은 

관찰할 수 없었다. 첫째로는 앞의 실험 방법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실험에 사용한 속빈 음극관이 

99.9% 이상의 /【J으로 만들어졌으며, 둘째로는 우 

라늄 동위원소인 炫!)에 의한 선이동은 바닥상태가 

620cmT에서 시작하는 전자전이의 경우 본 연구에 

서 관찰한 우라늄의 봉우리 나비인 450 MHz보다 

훨씬 큰 수 GHz의 범위에 있어만일 동위원소에 

의한 선이동이 이루어졌다면 둘 이상의 봉우리를 

관측하였어야 한다.

본 실험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다이오드 레이 

저를 사용한 전자전이에서의 우라늄 검출은 기발표 

된 778.413nm에서의 우라늄 검출과 더불어 다이오 

드 레이저가 방사능을 지닌 악티늄족 원소들의 검 

출에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토름 스펙트럼. 781.77 nm, 833.045 nm 및 841.678 
nm에서19 토륨에 대한 스펙트럼을 얻었다. 방사성 

물질인 토륨은 자연에서 ^Th만이 존재하므로 동 

위원소에 의한 선이동은 관찰할 수 없었다. 토륨의 

0t 11877 cn「i(84L678 nm) 전자전이에서 얻은 스 

폑트럼을 尸以4에 나타내었다. 실험에서 얻은 data 

point는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Curve Fitting을 통 

하여 가우스 곡선으로 나타내었고, 이때 계산에 의해 

구한 봉우리 의 나비는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에서 445±26MHz였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플라스마내의 토륨원자의 온도도 우라늄과 비슷 

한 700°C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토륨에 대한 신 

호를 측정시 잡음의 크기는 우라늄의 경우보다 전 

반적으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속빈 음 

극관내의 중성가스인 네온과 토륨의 동시 측정이 

가능하였는데 이때 네온의 봉우리 나비는 1.4±0.3 
GHz였고 두 봉우리 나비의 비는 3.146이었다. 이 

결과를 Doppler 띠 넓힘에 의한 네온과 토륨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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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plot of laser power versus thorium signal 
measured at 841.647 nm(0 11877 cm-1). The power 
saturation effect above 2.7 mW was observed.

우리 비인 3.391 에 비교할 경우 7%의 오차가 있었다. 

이러한 오차는 네온과 토륨의 플라스마내에서 온도 

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네온과 토륨에 

대한 스펙트럼을 F讶.5에 나타내었다. 한편 841.678 
nm에서 속빈 음극관의 전류세기와 레이저 power에 

따른 신호 세기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FZg.2와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빈 음극관의 전류는 우라 

늄의 경우와 같이 신호의 세기에 선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레이저 power의 세기에 

대해서는 신호가 포화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따라서 토륨에 대한 검출결과는 앞절의 동 

족원소인 우라늄에 대한 검출결과와 더불어 다른 

악티늄족 원소들의 검출 가능성을 더욱 높혀 준다고

Fig. 7. The rubidium spectrum at 780.023 nm sho
wing the isotopic features and hyperfine splittings.

볼 수 있다. 또한 다이오드 레이저의 방사 파장 범 

위에서 많은 전자전이를 지닌 방사성 악티늄 원소 

들의 검출에 중요한 광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루비돔 스퍽트럼. 다이오드 레이저의 파장 검정 

은 루비듐의 가장 강한 전자전이인 780.023 nm에서 

기 수행된 바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루비듐의 

780.023 nm와 또 다른 강한 전자전이인 794.760 
nm에서推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이 

전자전이들은 약한 레이저 power에서도 쉽게 관찰 

될 수 있어 우라늄이나 토륨의 optogalvanic spect
roscopy 기기에 대한 사전 검정이 필요할 때 이용 

되었다. 루비듐의 가장 강한 전자전이인 780.023 
nm에서 관찰한 스펙트럼을 F讨.7에 나타내었다. 이 

스펙트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루비듐의 D2선에서 

^Rb와 87Rb 동위원소로 인한 선이동과 바닥상태의 

갈라짐에 기인한 초미세 갈라짐이 관찰되었다. 이 

러한 초미세 갈라짐 현상은 Niemax 등$에 의해 관 

찰된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794.760nm에서는 Dop> 
pier 효과로 인하여 스펙트럼의 띠 나비가 초미세 

갈라짐이나 동위원소로 인한 선이동보다 넓기 때문 

에 단지 한 봉우리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초미세 

갈라짐이나 동위원소로 인한 선이동은 Dopper-free 

spectros8py를 이용할 경우보다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이오드 레이저의 좁은 선 

나비를 이용하여 동위원소간의 선 이동과 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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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함으로써 동위원소의 존재비 측정이 가능함을 

알았으며 바닥상태의 갈라짐에 기인한 초미세 갈라 

짐에 대한 분광학적으로 중요한 파라미터도 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 또한 고가의 Ar ion laser pumped 

ring dye laser로 하던 기존의 실험을 저가의 다이 

오드 레이저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음을 알았 

다.

결 론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여 우라늄, 토륨 및 루 

비듐에 대한 스펙트럼을 얻어 각 원소들에 대한 

전자전이를 살펴보았다. 본 실험 결과로부터 볼 때 

방사능을 지닌 악티늄족 원소들의 검출은 물론 이 

들의 중요한 동위원소의 존재비 측정이 가능함을 

알았다. 또한 동위원소로 인한 선 이동이나 초미세 

갈라짐을 관찰할 수 있어 분광학적 파라미터를 측정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직 많이 알라져 있지 

않은 란탄족 및 악티늄족 원소들의 분광학적 파라 

미터를 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고분해능을 

요구하는 분광분석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된다. 

다이오드 레이저는 높은 분해능과 분광계의 광원으 

로서 필요한 안정도 정밀도 및 정확도를 지니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할 경 

우의 잇점으로는 동중원소의 분석이 용이하여 경제 

적 부담이 큰 질량분석기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과 

부피가 작고 휴대용 전지의 사용으로 인한 휴대용 

분광계의 제작이 가능하여 현장분석용 분광계의 개 

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현재 고분해능 

분광법에 많이 쓰이는 고가의 레이저를 대체할 수 

있어 여러 분광학분야에 다이오드 레이저의 활용이 

가속화되리라 사료한다.

본 연구 수행 에 도움을 준 Ames Laboratory(USA) 
의 Dr. LipeH와 Dr. Edelson 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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