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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질량 스펙트럼 분석 시스템을 위한  부가 잡음제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측정된 이온 신호로부터 먼저 백색 가

우시안 특성을 갖는 바닥 잡음의 제거를 위해 측정된 신호의 최빈값으로부터 추정된 임계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각의 질량 지수에 해당하는 신호 블록을 구성하여 이 신호 블록에 대한 2차 커브 피팅 및 선형 근사를 수행한다. 이 과

정에서 임펄스성 잡음과 정상적인 이온 신호로 보기에 불충분한 샘플 신호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온 신호만으로 구성

된 유효 신호 블록을 재 구성할 수 있다. 이 유효 신호 블록에 대한 커브 피팅 곡선으로부터 잡음이 제거된 질량 스펙

트럼을 얻을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평가를 위해 개발장비로부터 취득된 신호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최빈값으로부터 추정된 임계값 설정의 타당함과 제안한 커브 피팅 및 선형 근사기반 잡

음제거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보였다.

ABSTRACT

An additive noise reduction algorithm for a mass spectrum analyzer is proposed. From the measured ion signal, we 
first used an estimated threshold from the mode of the measured signal to eliminate background noises with the white 
Gaussian characteristics. Also, a signal block corresponding to each mass index is constructed to perform a second 
order curve fitting and a linear approximation to signal block. In this process, the effective signal block composed of 
only the ion signal can be reconstructed by removing the impulsive noises and the sample signals which are insufficient 
to be viewed as normal ion signals. By performing curve fitting on the effective signal block, the noise-free mass 
spectrum can be obtain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a simul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signals acquired from the development equipment. Simulation results show the validity of the threshold setting from 
the mode and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curve fitting and linear approximation based noise cancelin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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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질량 분석기는 진공 시스템에서 공정 제어 및 오염 

모니터링을 위해 설계된 일반적으로 소형의 질량 스펙

트럼 분석장비이다[1, 2]. 질량 분석기 종류에는 사중극

자 질량 분석기, 사중극자 이온트랩 질량분석기 등이 

있다. 이 중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는 소형이며 저비용 

장비로 빠른 스캔율과 높은 전송효율을 가지고 있어 가

장 많이 사용된다[3-5]. 질량 분석기에서 가스상태인 시

료의 질량 스펙트럼 분석을 위해 이온원으로부터 생성

된 열전자를 진공챔버에 주입된 시료와 충돌시켜 시료

를 구성하는 분자 또는 원자를 이온화 시킨다. 이온들

은 사중 극자 필터로 이동되어 이온 검출기에 의해 측

정된다. 사중 극자 기술기반의 질량 분석기를 구현하데 

있어 이온원, 사중 극자 질량 필터, 진공 챔버, 고출력 

RF/DC 전원, 측정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 등은 필

수적으로 개발해야 할 핵심기술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

용하고 있는 질량 분석기는 대부분 외산 장비이며, 최

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국산화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1은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

인 질량 분석기의 시스템 구성도이다. 

Fig. 1 Compositional diagram of mass spectrum analyzer

그림 1의 질량 분석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

다. 첫 번째는 이온화기를 포함하는 센서 부, 사중 극자 

질량 필터 및 전자 증폭 검출기이다. 두 번째 부분은 

24V 스위칭 전원, 검출기 용 고압 바이어스 전원, 4극 

질량 필터용 RF/DC 전원 및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기 

위한 MCU(메인 컨트롤 유닛) 보드로 구성된 제어부, 

신호처리회로 및 디스플레이용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질량 분석기 용 전자 증폭 검출기는 일반적으로 이온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패러데이(Faraday) 검출기와 2차 

전자 증폭기로 구성되어 있다 [1, 6]. 이 검출기와 전자 

증폭기는 진공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저압 가스에서 미

세한 불순물을 쉽게 감지하기 위해 배경잡음의 간섭없

이 sub-ppm 검출 능력으로  수준까지의 낮은 레벨

의 미세신호를 측정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측정된 

데이터는 ionizer를 비롯하여 일부 장치를 위한 서로 다

른 전원에서 발생하는 전력 잡음 및 전자 증폭 검출기

에 추가되는 잡음과 같은 다양한 부가잡음에 의해 오염

된다. 이러한 부가잡음은 시료 가스의 조성비를 나타내

는 질량 스펙트럼에서 원자 또는 분자의 원소를 분리하

는 능력(분해능; resolution)과 이온 성분이 존재하는 질

량 스펙트럼의 피크(peak) 위치인 질량 지수(mass 

index)만을 선택하는 검출 성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질량 분석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가잡음 감소 및 정

확한 피크 위치 검출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날로그 장치(전원 공급 장치, 검출기, 프리 앰프 등)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잡음이 필연적으로 추가되기 때문

에 측정된 미세신호로부터 이러한 잡음의 완전한 제거

는 매우 어렵다[6-9].

Ⅱ. 바닥 잡음제거를 위한 임계값 추정

전류 증폭기의 아날로그 출력인 이온 전압신호는 

마이크로프로세서기반의 질량 스펙트럼 분석을 위해 

디지털 데이터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사용한 ADC 

(Analog-to-Digital Converter)의 샘플링율은 fs = (L+1) 

/amu이다. 일반적으로 전원 잡음 등의 부가잡음의 주파

수는 샘플링 주파수에 비해 높으므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기 전에 적절한 대역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에일리어싱(aliasing)에 의한 원치 않는 잡음이 추가될 

수 있다. 또한, RF/DC 전원의 출력 전압에 포함된 고주

파 잡음 및 드리프트 잡음이 신호 검출 및 변환 과정에

서 획득된 데이터에 부가되는 등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

한 잡음원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 디지털 데이터로 변

환된 전압신호를 s(n)로 정의할 때, s(n)은 원자 (또는 분

자)에 대응하는 이온의 전압 신호 v(n)과 잡음신호 u(n)

로 구성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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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은 샘플 데이터의 시간순서를 의미하는 샘

플 인덱스(sample index)이며,  잡음신호 u(n)은 평균이 

이며 분산이 
 이다.

이때 잡음 신호는 전원 공급 장치, 프리 앰프 등과 같

은 다양한 전기 장치로부터 부가되는 백색 가우시안 잡

음(white Gaussian noise), 임펄스성 잡음(impulsive 

noise)과 그 외에 이온신호로 판별하기에 충분하지 않

은 샘플 수로 이루어지는 신호 등은 잡음으로 볼 수 있

으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2)

여기서 은 백색 가우시안 잡음,  은 임

펄스성 잡음, 은 이온신호로 판별하기에 충분

하지 않은 샘플 수로 이루어지는 잡음이다.

식 (1)의 샘플링 율을 L [samples/amu]로 설정했을 

때, 정상적인 질량 스펙트럼은 임의의 질량지수에 대해 

이상적으로  (L + 1)길이의 대칭형 피크 신호를 얻게 된

다. 이때 매우 낮은 수준의 신호값을 갖거나, 충분하지 

않은 신호의 샘플 수로 구성되는 신호는 잡음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측정된 신호로부터 바닥잡음(noise floor)

의 제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임계값을 추정하여 임계

값 이하의 낮음 크기의 바닥 잡음을 제거한다. 임계값 

추정은 측정 신호의 충분한 길이의 N개 샘플에 대한 최

빈값(mode)을 이용한다. 측정신호에 부가된 백색 잡음

(white noise)은 ADC를 통해 디지털 변환 시 양자화 레

벨의 제한으로 인해  낮은 레벨의 최빈값을 가질 확률

이 높다. 따라서 식 (3)의 최빈값으로부터 바닥 잡음을 

이루는 주요 잡음인 의 임계값을 구할 수 있다.

_ mod               (3)

여기서 mode(․)은 최빈값을 찾는 함수이다.

그림 2는 개발 중인 질량 분석기의 1 ~ 50 amu의 질

량 범위 설정 후 측정된 질량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x축

은 1 ~ 50범위의 질량 지수 축이며, y축은 검출기를 사

용하여 질량 지수 범위를 스캔하여 측정한 전압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한 데이터는 진공 챔버 내의 잔류

가스(residual gas)를 측정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샘플 속도는 10 샘플 / amu)한 원시 데이터(raw data)이

다. 그림 2에서 질량 지수(mass index) k = 3 ~ 11, 21, 

23, 24, 33, 34, 47 ~ 49에 나타나는 신호들은 잡음 신호

이다.  이때 질량지수 k = 3 ~ 11와 k = 47 ~ 49에서 잡음

의 레벨과 질량지수 k = 22에서의 이온신호의 레벨은  

매우 낮으며, 스펙트럼의 형태가 불분명하므로 구별이 

매우 어렵다. 그림 3은 그림 2에서 사용한 신호로부터 

추정한 임계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는 설정한 임

계값이하의 값을 갖는 측정신호를 모두 제거한 후의 질

량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Fig. 3 Set the threshold value of noise as the mode

그림 4에서 임계값을 통해 측정한 원 신호에 포함된 

많은 잡음 신호들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4 Denoised mass spectrum by the threshold level

Fig. 2 Mass spectrum for the raw signal on residual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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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피팅기반의 잡음제거 알고리즘

그림 4의 결과로부터 최빈값을 이용한 임계값 설정

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잡음신

호들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 앞서 제

시한 k = 3 ~ 11 등에서의 잡음과 k = 22의 이온신호는 

진폭이 유사하므로 임계값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구분

할 수 없다. k = 3 ~ 11 등은 여러 부가잡음 중 임펄성 잡

음 또는 이온신호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샘플 수로 

이루어지는 잡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잡음 제거를 

위해 k 번째 질량지수에 대응하는 (L+1)길이의 신호 블

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4)

여기서 k는 양의 정수, s(n)는 신호블록 내 요소 신호

이다. k는 샘플 인덱스 n과 k=n+L/2의 관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신호블록이 이상적인 이온신호들로 구

성되었다면 그림 5와 같이 위로 볼록한 2차 곡선의 형

태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상적인 신호블록에 대한 식 

(5)의 2차 커브 피팅 결과는 음의 기울기, 반면 잡음 신

호블록의 경우는 0 또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Fig. 5 Signal block composed of ideal ion signals

 

 _                     (5)

여기서 Quad_LS(‧)와 Lin_LS(‧)는 각각 최소 자승 

제한조건을 사용하는 2차 커브 피팅 함수와 선형 근사 

함수이다.

실제 측정된 신호 블록의 피팅된 곡선의 기울기는 

부가 잡음에 의한 영향으로 그림 5와 다른 결과를 가

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호 블록 내 잡음으

로 의심되는 요소 신호를 부분적으로 제거한 후 피팅

기반의 잡음제거를 한다. 이때 피팅에 요구되는 계산

량을 줄이기 위해 피팅 전 신호블록 내 임계값 보다 큰 

유효 요소신호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효 신호

의 수가 Leff개미만일 경우, k 번째 질량지수에 대응하

는 신호들은 임펄스 또는 충분하지 않은 샘플 수로 구

성된 잡음이므로 식 (4)의 요소 신호들은 모두 잡음으

로 처리된다.

 _…_ i f    
    (6)

여기서 min_v는 신호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min_v 

= 10^-14), num(sk)는 신호블록 sk에서 식 (3)의 임계값

보다 큰 요소 신호의 개수이다.

식 (6)의 결과만으로도 잡음은 상당부분 제거가 가

능하지만 RF/DC 및 검출기 등 전원장치로부터의 드

리프트성 저주파 잡음으로 신호의 시간 시프트(time 

shift)가 발생하여 인접 질량지수의 신호가 식 (6)의 신

호블록으로 들어 올 수 있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 (4)의 신호블록을 중앙의 신호 s(kL+1)을 포함한 좌

우측  (L/2+1)개의 요소신호로 구성되는 2개의 서브블

록으로 나눈다. 각 서브블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7)

이때 만약 k 번째 질량지수(k amu)에 대응하는 식 (6)

의 신호 블록이 이상적인 이온 신호들로 이루어져 있다

면, 그림 6과 같이 좌측 서브 블록의 요소신호들의 선형 

근사 직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되며, 우측 서브 블록

의 경우는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각 서브블록에 대

한  2차 커브 피팅과 선형 근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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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_

                  (8)

_
  _

                     (9)

그림 5와 그림 6의 신호특성을 이용하여 요소신호를 

부분적으로 조정한 후 잡음제거를 수행한다. 먼저 서브

블록 sL,k와 sR,k의 1, 2차 근사 곡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 요소신호의 연속적인 증가 또는 

감소 샘플의 수가 cntsmp이상일 때 flagp와  flagn를 set 또

는 reset으로 설정 후 신호블록의 일부 요소신호를 제거

하고 유효 요소신호만을 선택한다.

i f   &  i f   ≥     
    

   &  i f  ≥     
    

      

         (10)

  i f   &   i f      
 







⋯









   _ ⋯ _ 
  i f   &   i f      
 







⋯









   _⋯ _ 
  i f   &   i f      
 







⋯









   _⋯ _ 

(11)

Fig. 6 Linear approx. lines for ideal sub-signal blocks

식 (11)로부터 신호블록 sk의 요소신호 중 불필요한 

요소신호를 제거하고 잡음제거에 사용할 요소신호들로

만 구성된 유효 신호블록을 나타낸다. 이때 각 case별 

유효신호 블록의 길이는 서로 다르다. case1의 유효 신

호블록은 s,k의 양끝의 요소신호를 1개씩 제거되어 (L 

– 1)  길이가 된다. case2는 sk의 왼쪽 끝의 요소신호 2

개를 제거하여 (L – 1), case3는 sk의 오른쪽 끝의 요소

신호 2개를 제거하여  (L – 1), case4는 sk의 양쪽 끝의 

요소신호를 2개씩 제거함으로써 (L – 3) , case5의 유효 

신호블록은 제거되는 요소신호가 없으므로 식 (4)의 신

호블록의 길이 (L + 1)과 같다. 그림 7은 질량지수 k = 4

와 k = 22의 조정된 유효 신호블록을 나타내고 있다.

Fig. 7 The effective signal block at k = 4 and k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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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로부터 찾은 유효 신호블록을 사용하여 식 (5)

의 2차 커브 피팅을 수행함으로써 최종 잡음제거를 할 

수 있다. 즉, 2차 커브 피팅으로부터 찾은 피팅된 곡선

이 잡음이 제거된 질량 스펙트럼이다.

그림 8은 최빈값을 사용하여 추정한 임계값과 커브

피팅을 통해 부가된 잡음을 제거한 질량 스펙트럼을 보

이고 있다. 그림 8의 결과로부터 잡음에 해당하는 질량

지수의 신호들은 모두 제거되고 이온신호만 검출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안한 부가 잡음제거 알고리즘

을 적용 전 질량 스펙럼은 인접 질량지수의 스펙트럼과 

구분이 어려웠지만 제안한 방법의 적용 후의 결과를 보

면 각각의 질량지수 별 스펙트럼의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a) Residual Gas used in Fig. 2

(b) Another Residual Gas

Fig. 8 Results of the proposed noise reduction algorithm

Ⅳ. 결  론

질량분석기 개발에 필요한 부가잡음 제거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 백색 가우시안 특성의 바닥 잡음 제거

를 위한 임계값을 최빈값을 이용한 추정과 피팅기반의 

질량지수 별 유효 신호 선택을 통해 효과적인 잡음제거

가 가능하다. 실제 개발 중인 질량분석기의 취득 데이

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임계값 추정방법의 타

당함과 잡음제거 성능의 우수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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