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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적분구는 일반적으로 고체나 탁한 액체와 같이 산란

또는 확산 반사를 나타내는 시료의 반사율 측정에

사용된다 . 적분구의 구면 내부는 황산바륨 또는

반사율이 높은 다른 광 산란 물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구면으로 들어오는 빛 (입사광 )을 균일하게

산란시킨다 . 이를 통해 산란 특성을 가진 시료를

측정할 때에도 시료에서 투과된 빛 또는 반사된 빛을

매우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

적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시료의 반사율은

표준백판의 측정값과 비교함으로써 얻는 상대적

반사율 값이기 때문에, 표준백판의 반사율에 따라

측정된 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표준백판이 다를 경우

뿐만 아니라, 동일한 표준백판이라도 노후화로 인해

반사율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도 시료의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백판은 황산바륨 (이하 BaSO4)

분말을 압착하여 사용하며 , 이 외에 산화

알루미늄(알루미나, 이하 Al2O3)과 산화마그네슘(이하

MgO) 분말도 사용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특정한

반사율을 가진 불소수지 백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뉴스레터는 BaSO4, MgO 분말과 불소수지를

표준백판으로 사용했을 때, 각 시료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UV-3600i Plus와 ISR-603

적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료에서 측정한 반사

스펙트럼 예를 소개하였다.

□표준백판의반사율차이

분말 샘플홀더에 BaSO4 및 MgO 분말 시약을 그림

1과 같이 채웠다. 이러한 분말 시약으로 만들어진

표준백판은 가격이 저렴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우는 방법에 따라

반사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불소수지 표준 백판은 고가이지만, 오염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영역에서 고른 반사율을

나 타 내 며 , 특 히 근 적 외선 영역 에서 다른

표준백판보다 높은 반사율을 보이는 것이 장점이다.

(불소수지 표준백판이 오염된 경우, 표준백판을 다시

연마 가공하거나 새로운 백판을 구매해야 한다.)

여기서는 각 표준백판의 반사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불소수지 표준백판을 비교표준으로 하여 BaSO4,

MgO 분말의 상대반사율을 측정하였다 (그림 2).

표 1은 측정 조건을 나타낸다.

그림 1. 표준백판

표 1. 측정조건

그림 2. 시료의상대반사율스펙트럼

(불소수지표준백판Reference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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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반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소수지 표준백판의

경우,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측정할 수 있으므로,

확산 반사를 일으키는 시료의 근적외선 영역 측정에는

불소수지 표준백판의 사용이 권장된다.

이 뉴스레터에서는 적분구에 BaSO4, MgO 분말 및

불소수지 표준백판을 사용할 경우, 시료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측정결과로부터 사용한

표준백판의 종류에 따라 , 특히 , 근적외선 영역에서

측정된 스펙트럼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SO4와 MgO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근적외선 영역의 측정에서 수분의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불소수지 표준백판을

사용했을 경우 , 근적외선 영역 측정에서도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SO4와 MgO 모두 가시광선 영역에서 반사율이 90 %

이상이지만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반사율이 낮으며

1500 nm와 2000 nm 부근에서는 흡수 피크(점선으로

표기된 곳)가 나타난다. 이러한 피크의 흡수는 BaSO4 및

MgO에 포함된 수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BaSO4와

MgO는 표준백판 자체에서 흡수가 일어나 불소수지

표준백판에 비해 근적외선 영역에서 반사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료는 그림 3과 같이 부직포, 종이 및 세라믹 소재를

사용했으며, 표 1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BaSO4, MgO

및 불소수지를 표준백판으로 사용하여 대상 시료의

상대전반사를 측정하였으며 , 그림 4와 같이 각각의

스펙트럼을 비교하였다.

□ 반사율측정시표준백판의영향

그림 4와 같이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사용된

표준백판에 따라 스펙트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aSO4(적색선)와 MgO(청색선)를 표준백판으로

사용했을 때의 스펙트럼을 보면 적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표준백판 자체의 수분 흡수로 인해 1500 nm와

2000 nm 부근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

반사율 측정의 경우 , 베이스라인 측정에 사용된

표준백판의 흡광도가 그림 5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시료의 측정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3. 측정에사용된부직포, 종이및세라믹

표준백판의흡수는시료측정값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그림 5. 상대전반사측정

그림 4. 시료별상대전반사스펙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