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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인 핵산 및 단백질 분광 분석장비의 

경우 10mm 의 광경로를 가지는 큐벳에 시료를 

담아 측정을 한다. 이런 시스템의 경우 시료의 

높은 흡광계수 때문에 광의 대부분이 흡수되어 

고농도의 시료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희석 과정을 먼저 거친 후 측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소모적인 과정을 줄이고자 Thermo 

scientific 사의 Nanodrop 과 Hellma 사의 Traycell 

같은 분광기가 개발된바 있다. 
 

극미량 시료 분석장비의 경우 광경로를 최소 

1mm 이하로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광경로가 

짧아질수록 설계 공차가 검출 오차에 

민감해지므로 흡광도 오차가 증폭된다. 또한 

모든 분광기 에서와 같이 기준시료 측정 후에 

측정시료의 측정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광경로의 변화에 따른 투과도 

값을 통해 기준시료 무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초기 가공의 공차가 측정 오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2. 광경로 이동을 통한 흡광도 측정 
 

기존의 모든 분광장비의 경우 기준시료 

(예컨대, 증류수 또는 알코올)를 측정한 후 

시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진다 (Fig.1). 

Fig. 1 Conventional spectroscopy measurement 

기준시료 및 측정시료에 대한 PD(photo 

detector) 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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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1)과 (2.2) 에서 기준시료 측정 시에 

매질 1 에서 매질 2 로의 빛의 투과도 )( 12
'T 와 

측정시료의 매질 1 에서 매질 2 로의 빛의 

투과도 )( 12T 가 같다는 가정을 한다. refA 의 

경우 기준시료의 농도(c) = 0 이므로 식(2.3)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Beer’s law 에 

식(2.1)~(2.3)을 대입하고 정리하면 식 (2.4)를 

얻을 수 있다. 식에 알고 있는 광경로(l) 값을 

대입하면 측정시료의 농도(c)를 구할 수 있다. 
 

1)(),()(),()( 21
'

2112
'

12   refATTTT (2.3) 

.,)(/ consteASS cl
samrefsam        (2.4)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인 광경로(l)를 

바꾸면서 시료를 측정하면 기준시료의 측정 

없이 농도 값을 추출할 수 있다 (Fig.2). 

Fig. 2 Movable path length spectroscopy 

 

광경로 1과 광경로 2에서 측정된 값은 

각각 식(2.5), (2.6)과 같고 두 식을 Beer’s law에 

대입 하여 정리하면 식(2.7)을 얻을 수 있다. 

식(2.7) 에서 광경로 차( l )를 알면 측정시료 

의 농도 (c)값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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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구성 및 실험결과 
 

광원으로는 dsDNA 흡광대역인 260nm 

파장의 LED(UVTOP255-HL-TO39)를 사용했다. 

광경로가 움직임에 따라 초기 광원의 위치가 

움직이면 안되므로 광섬유를 통하여 광경로 

움직임에 따라 시료에 투과되는 광원의 위치는 

항상 고정되게 하였다. 모터는 Linear step motor 

(Electrocraft, Step accuracy : %5 , 0.0005mm/step) 

를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측정값의 안정성을 

위해서 PD2 를 설치하여 LED 광원의 시간에 

따른 광량 변화를 확인하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 Schematic diagram of movable path length 

spectroscopy 
 

실험은 260nm 파장에서 dsDNA 와 같은 

흡광도를 갖는 Potassium Dichromate 

1000 lng / 시료를 부피 2 l  떨어뜨리면서 

10 번 반복 측정하였다. Labview program 을 

이용하여 Step motor 를 0.2mm~0.5mm 까지 

0.010mm 간격으로 30 번 이동하면서 PD 

에서의 투과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광경로에서의 투과도로부터 흡광도 

값은 식(3.1)과 같다. 각각의 점에서의 식 (2.4) 

에서 1refS 이라고 가정하고 구한 값이다. 

03396.5)/1log( 5.05.0   ll SA  

   

58598.5)/1log( 2.02.0   ll SA       (3.1) 

(3.1)의 값들을 통해 광경로에 따른 흡광도 

그래프를 그리면, Fig.4 와 같다.  Fig. 4 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값은 단위 길이 당 흡광도 

값이다. 식(3.2)를 통해 측정 시료의 농도는 

Fig. 4 Potassium Dichromate absorbance (path 

length 0.2~0.5mm, concentration 1000 lng / ) 

 

1043 lng / 임을 확인할 수 있다. 

rdsDNAfactocmAbsorbancec  1/     (3.2) 

실제 nanodrop lite 를 통해 같은 시료를 

측정했을 때 1050 lng / 가 나오므로 실험의 

결과값이 정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0 번 

반복 측정의 재현성 오차는 1.6%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광경로 변화를 통한 시료의 

투과도를 측정함으로써 기준시료 측정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으로 초미량 분광기를 설계할 

경우 고정된 광경로의 오차를 무시할 수 

있으며 모터의 이동 오차만이 농도값에 오차로 

포함된다. 따라서 초미량 분광기의 설계를 

간편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분광기에서도 광경로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기준시료 측정을 생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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