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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offer the characteristics for the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of biological and non-biological aerosol 
particles in the air by using laser-induced-fluorescence (LIF) based Bio-aerosol Detection System (BDS). The BDS is 
mainly consist of an optical chamber, in-outlet nozzle system, 405 nm diode laser, an avalanche photo detector (APD) 
for scattering signal and photomultiplier tubes (PMT) for fluorescence signals in two different wavelength range ;　F1, 
510-600 nm and F2, 435-470 nm.  The detection characteristics, especially ratio of fluorescence signal intensity were 
examined using well-known components : polystylene latex (PSL), fluorescence PSL, 2 ㎛ of SiO2 micro sphere, dried 
yeast, NADH, ovalbumin, fungicide powder and standard du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405 nm diode laser-based 
LIF instrument can be a useful bio-aerosol detection system for unexpected biological threaten alter in real-time to 
apply for dual-use technology in military and civilian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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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 중에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식물부스러기, 

송화가루, 미생물, 그리고 인위적으로 발생한 독성 및 

오염물질 등과 같은 생물학적 입자 등으로 구성된 에

어로졸이 부유하여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 대기중에 존재하는 생물입자의 5 ~ 30% 
정도가 마이크론크기로 존재하고 하고 시간과 장소

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2 ~ 10 ㎛ 크기의 경우 인간의 

호흡기를 통해 폐나 다른 신체부위로 침투 및 축적이 

되어 극히 위험해진다. 인체영향력 및 살상력으로 인

해 실제 생물무기나 테러에는 2 ~ 10 ㎛ 크기로 제작

된 독성 생물입자가 주로 사용된다(Primmerman, 
2000; Layshock, et al. 2012; Jeong, et al. 2014). 

생물무기 및 생물학테러 물질은 제조가 용이하고 

화학무기에 비해 매우 낮은 농도로도 살상 효과가 

크며 인체 감염 후에 스스로 증식하고 잠복기를 거

쳐서 발병된다. 발병 시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전염되

기 때문에 목표 대상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

명을 파괴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야전에

서 빠른 시간에 생물무기 공격 여부를 조기에 탐지

하는 장비가 필요하고, 민간에서도 대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요시설이나 다

중이용 시설에 대한 생물학 테러 대비 실시간 탐지 

시스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Primmerman, 2000). 
더 나아가, 황사와 미세먼지 및 높은 인구밀도를 

형성하는 공공장소 등에 바이러스와 세균 등의 노

출에 의한 일상생활에서의 시민 건강이 위협을 받

는 현대사회에서 20 ㎛ 이하 크기의 황사와 1~ 10 
㎛ 크기의 미세먼지를 통해 유입될 수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독성물질에 의한 시민 건강의 위협은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Lighthart 
1994; Kim, et al, 2009).

대기중 생물입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한 대

표적인 기술은, 대기 중 부유입자를 흡입하여 선별, 
농축한 후 이송된 단일입자에 빛을 조사하여 발생

한 산란광(scattering light) 세기와 미약한 형광

(fluorescent light) 세기를 측정하여 세균입자인지 일

반입자인지를 구분하는 레이저 유도형광 기술을 적

용하여 실시간 생물입자를 측정이 가능하다(Hairston 
et al. 1997; Agranovski et al. 2003, Choi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대기 중 부유하는 에어로졸 입자 중 

생물학적 입자를 식별 탐지하는 생물입자탐지기의 

원리를 이용하여, 생물입자를 구성한 물질의 특성에 

따라 특정 파장별로 입자에서 발생되는 산란 및 형

광 신호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이 완료된 “생물독소감시기”(Choi, et 
al., 2014)의 민수용 제품으로 405 nm 여기광원을 적

용하여, 제작된 생물입자탐지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에어로졸 입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에 이론적

이거나, 제한된 실험으로 검증되어 발표되었던, 생

물입자의 형광특성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생물

입자탐지기를 이용하여, 그 특성을 확인하고 시스템 

특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실험방법
2.1 생물입자탐지기 
본 실험에서 활용한 생물입자탐지기 (Bioaerosol 

Detection System; BDS, 그림 1(A)) 장비는 삼양화학공

업(안양)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한 생물독

소감시기 개발기술을 이전받아 민수용으로 개발한 장

비로, 주 여기광원은 405 nm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를 적용하였으며, 산란광 신호측정부는 405 nm 
(435 nm cutoff) 실리콘 기반 애벌런치 광 다이오드

(Avalanche Photo Diode; APD) 그리고 두 개의 형광 

신호측정부는 광전증폭관(Photo Multiplier Tube; PMT)
를 적용하여, 대표적인 생물형광단인 리보플라빈

Figure 1. Bioaerosol Detection System (BDS);
(A) Configuration of BDS, (B) Experimental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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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oflavin)은 510 ~ 600 nm의 형광을 측정하는 제 1형광

부(F1)에서, NADH(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는 

435 ~ 470 nm의 형광을 측정하는 제 2형광부(F2)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Choi, et al., 2014).
생물입자탐지기는 일정한 유량의 공기를 흡입 및 

배출하는 유량제어부, 흡입된 공기에 포함된 단일입

자와 레이저빔이 만나 생성된 산란광과 형광을 측

정하는 입자광측부, 단일 입자에서 발생한 광신호를 

전송하는 신호처리부로 설계 제작되었다. 유량제어

부로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를 통

과한 4 L/min의 청정공기와 입자를 포함한 1 L/min
의 샘플공기를 입자광측부에 공급한 후 5 L/min의 

공기를 형광입자분석기의 외부로 방출한다.

2.2 실험 구성 및 방법
에어로졸 발생은 시료의 특성에 따라, 입자발생기

(Particle generator Model 8026 (TSI), Liquid type)와 

공기분사기(Air gun)을 이용하여 내부 벽면이 스테

인레스스틸 재질인 에어로졸 챔버 안에서 진행하였

다(그림 1(B)). 입자발생기를 사용한 경우 3차 증류

수를 용매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입자의 수분 영

향을 최소화하고 건조된 입자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100℃로 가열된 스테인레스스틸 재질의 건조관을 

이용하였다. 사용된 형광 PSL(Polystylene latex)은 녹

색형광 계열로 제1 형광부(510 ~ 600 nm)의 파장에

서 형광 효율이 더 높은 특성을 갖는 시료로, 측정

된 결과값에서도 제2 형광부(435 ~ 470 nm) 영역에

서의 신호세기보다 1 ㎛ 입자 크기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8배 높은 입자 개수가 감지되었다.  
전체적인 실험구성은 에어건/입자발생기, 입자의 

크기와 농도를 알려주는 표준장비인 APS 3321(TSI), 
그리고 생물입자탐지기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그
림 1(B). 입자발생기에 질소가스를 공급하여 발생한 

다양한 크기의 입자를 챔버내에 분산시고 풍향을 

챔버에서 윈드터널(Wind Tunnel) 방향으로 설정한 

후 윈드터널 중간에 설치된, 생물입자탐지기의 공기

수집부에서 1 L/min으로 수집한 에어로졸 입자들을 

측정하였다.      

2.3 실험 재료
장비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표준입자 시료

로 사용된 PSL(Thermo fisher scientificTM, 4000 series 

monosized particles) 및 형광PSL(FPSL, Thermo fisher 
scientificTM, Fluorescent Green UV 360/530nm)은 1 ㎛, 
2 ㎛, 4.6 ㎛, 9.9 ㎛ 크기를 사용하였다. 비생물 입자는 

실리카입자(SiO2 powder, Microspheres-nanospheres) 및 

표준먼지 (SAE J726 dust, Powder technology)를 사용하

였다. 생물입자 발생을 위해 건조효모(dried yeast, 
SAMCHUN), 살균제(Fungicide), 오발부민(Ovalbumin, 
Sigma-Aldrich), NADH(Sigma-Aldrich)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생물테러 및 공중보건 목적으로 민수용으로 활용

하고자 개발한 생물입자탐지기의 기본성능으로서 

일반입자와 형광입자의 산란 및 형광 신호 측정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크기의 

PSL 및 FPSL 표준입자를 발생시켜 측정하였다. 각 

표준입자별로 산란신호(S), 제1 형광부 신호(F1, 510 
~ 600 nm 영역), 그리고 제2 형광부 신호(F2, 435 ~ 
470 nm 영역)를 확인하였다. PSL 및 FPSL 표준입자

들은 각각의 크기에 맞는 산란신호가 측정되었으며, 
PSL은 산란신호만 측정되고 FPSL은 산란신호 및 

형광신호가 모두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9 ㎛ 이상의 입자들의 경우 일부 형광신호가 

검출되고 (그림 2(D)), 2 ㎛ 이하의 크기에서 산란값

이 측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D), (H)). 이는 

큰 입자의 경우 강한 산란신호가 일부 형광PMT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고, 작은 크기가 검출되는 현

상은 입자 발생기의 한계로 큰 입자 발생 효율이 낮

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알고리

즘 등에서 신뢰성 높은 형광신호 구간을 설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생물입자탐지기의 실제 야외에 존재하는 비

생물입자 및 생물입자 탐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그
림 3). 비생물 입자인 실리카입자와 표준먼지는 형광

신호 없이 정상적으로 산란신호가 측정되었다(그림 

3(A), (B)). 효모 입자의 경우 1 ㎛ 이하의 입자에서도 

산란신호 대비 형광신호가 약하게 확인되다가, 4 ㎛
에서 산란신호 대비 형광신호동시성효율이 10%로 

상승 후 5 ㎛에서 약 38% 그리고 8 ㎛ 이상 크기 입

자에서는 100%에 가까운 형광신호 동시성효율을 보

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3(C)). 살균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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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attering, F1, and F2 fluorescence signals of standard polystylene latex particles analyzed by 
bio-aerosol detection system. (A) 1 ㎛ size of PSL, (B) 2 ㎛ size of PSL, (C) 4 ㎛ size of PSL, (D) 9 ㎛ size of 
PSL, (E) 1 ㎛ size of FPSL, (F) 2 ㎛ size of FPSL, (G) 4 ㎛ size of FPSL, (H) 9 ㎛ size of FP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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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크기 분포가 인체에 유해한 범위인 2 ~ 10 ㎛ 

사이의 분포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입자 

크기가 커짐에 따라 형광효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살균제에 첨가되어있

는 형광발색 물질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
림 3(D)). 오발부민은 형광의 세기 및 효율이 매우 

낮다. 이는 단백질의 경우 형광단으로 이용될 수 있

는 트립토판, 타이로신 등의 아미노산의 경우 280 
nm 근처의 자외선 파장에서 형광이 발생되기 때문

에 405 nm의 광원을 사용하는 생물입자탐지기에서

는 형광 발생 효율이 매우 낮다(그림 3(E))(Ammor, 

2007). NADH 입자의 경우 전반적인 크기는 효모에 

비하여 조금 작게 측정이 되고 그에 반해 형광신호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F)). 이는 

효모 등과 같은 단위 생명체의 경우 NADH 함량이 

적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Hill, et al. 2003). 생물

입자탐지기는 비생물입자의 경우 산란신호 만을 측

정하고 생물입자 이거나 형광물질을 보유한 입자의 

경우 효과적으로 형광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생물입자로서 건조효모를 챔버 내부 및 

윈드터널 내에 다양한 농도로 발생시키고 이를 생

물입자탐지기로 분석하였다. 챔버 및 윈드터널 내에 

Figure 3. Scattering, F1, and F2 fluorescence signals of non-biological and biological particles analyzed by 
bio-aerosol detection system. (A) silica particle, (B) standard dust, (C) dried yeast, (D) fungicide, (E) 
ovalbumin, (F) NA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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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생된 생물입자는 0.02 ~ 58.7 mg/m3 범위로 

발생되었다. 그 이상의 농도까지 실험을 진행하였지

만, 고농도에서는 에어로졸 발생의 재현성이 확보되

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최대값을 58.7 mg/m3으로 한

정하였다. 농도 10 mg/m3 이하에서의 높은 유효산란

값은 2 ㎛ 이하의 입자가 상대적으로 다량 발생되었

기 때문이다(그림 4(A). 농도가 높아질수록 입자크

기 분포는 2 ㎛ 이상의 분포가 올라가면서, 동시에 

유효형광 값과 그에 따른 유효형광 비율도 같이 증

가하여 농도가 58.7 mg/m3 일 때 유효산란대비 유효

형광의 비가 98.36% 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4(A), (B)). 또한 농도에 따른 제1 형광부 

및 제2 형광부에서의 형광효율이 10%인 입자크기를 

확인해본 결과, 농도가 증가할수록 제1 형광부는 

4.61 ㎛ 에서 3.2 ㎛로 입자크기가 작아지고, 제2 형
광부는 4.35 ㎛ 에서 3.1 ㎛ 로 측정되는 입자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표 1). 이는 농도

가 높을수록 보다 작은 크기의 생물입자까지 탐지

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Table 1. Particle sizes in 10 % of fluorescence efficiency 
of F1 and F2 in each particle concentrations

mg/m3 0.2 0.7 6.9 14.3 18.9 45.9 58.7

particle size in F1 
@ QE10% (㎛)

4.61 4.52 4.09 4.07 3.95 3.5 3.2

particle size in F2 
@ QE10% (㎛)

4.35 4.31 4.25 4.2 4.1 3.8 3.1

4. 결 론
대기 중에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

학적 입자 등으로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민

간에서의 대테러 위협 증대 현실을 고려할 때 주요

시설이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생물학 테러 대비 

실시간 탐지 시스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

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405 nm 여기광

원을 적용한 생물입자탐지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에

어로졸 입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비형광물질과 형

광물질간 산란 형광 특징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

해 형광입자 특히 생물입자를 효과적으로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이론적이

거나, 제한된 실험으로 검증되어 발표되었던, 생물

입자의 형광특성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생물입

자탐지기를 이용하여, 그 특성을 확인하고 시스템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생물입자탐지기의 민수활용성

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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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nalysis of aerosolized yeast particles by BDS 
in various concentration. (A) scattered and fluorescence 
signals, (B) Ratio of effective fluor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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