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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펄스 라만-플라즈마 분광 시스템을 이용한 우주탐사용 암석 분석연구
양준호1, 여재익2
Double pulse Raman-Laser induced plasma spectroscopy system for space
exploration
Jun-Ho Yang1, and Jai-Ick Yo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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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double-pulse laser system that combines Raman and laser induced plasma spectroscopy
(LIPS) in a single unit is proposed. The study attempts to enhance the laser induced plasma signals
while simultaneously extracting the desired molecular signals from Raman spectroscopy. In low
pressure conditions such as the lunar atmosphere, the measuring of plasma emission is hard because
of the low electron density and short persistence time causing a rapid plasma expansion.
Furthermore, in the integration of the detecting system aimed at space exploration, the minimization
of laser system is important in terms of the payload mass. Simultaneous molecular and atomic
detection that gave highly resolved spectral data at pressure below 0.07 torr is demonstrated
amongst eight rock samples test. The plasma stacking produced from the double-pulse laser
enhanced the signal intensity of calcium and oxygen lines in calcite matrix by twofold, compared to
a conventional LIPS.

초

록

본 논문에서는 라만 분광법과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 (LIPS)을 단일 유닛으로 결합한 새로
운 형태의 이중 펄스 레이저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라만 분광법으로부터 분자 신호
를 추출하면서, 동시에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방출 신호를 향상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달의 대기압
과 같은 저압 조건에서는 플라즈마 신호 검출은 낮은 전자 밀도와 짧은 지속시간, 빠른 플라즈마
팽창 때문에 어려움을 마주치게 됩니다. 또한, 우주 탐사를 목표로 하는 검출 시스템의 통합에서,
레이저 시스템의 무게 최소화는 payload의 무게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0.07 torr 미만의 저압 조건에
서 높은 분해능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제공하는 본 연구의 동시 분자 및 원자 검출방식은 8개의 암
석을 이용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이중 펄스 레이저로부터 생성된 연속된 플라즈마는 종래의 플라즈
마 분광과 비교하여 방해석의 산소와 칼슘 신호를 2배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Key

Words

:

Double-pulse laser system(이중 펄스 레이저 시스템), Laser-induced plasma
spectroscopy(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 Raman spectroscopy(라만 분광법),
Signal enhancement(신호 향상)

Ⅰ. 서 론

우주 탐사 기술은 ChemCam을 거쳐 SuperCam까
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영역이다. 최근의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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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기술은 무인 로봇에 탑재되어 암석이나 토양을
직접적으로 가져오거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
는 수준에 이르렀다. 달이나 화성 탐사 연구에서 자
원탐사나 달의 물의 존재 유무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선행 과학자들은 우주 탐사용 로
봇에 탑재될 기술로써 분광 장치를 사용하였는데 [1,
2], 이는 실시간으로 성분분석이 가능하다는 것과 원
거리 성분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레이
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 (LIPS)과 라만 분광법은 대
표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우주 탐사용 분광법으로 각
광을 받고 있는 방식이다.
LIPS는 원자 성분분석용 분광법으로써, 대략적으로
5~100 mJ 정도의 레이저 에너지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에 조사가 되면, 수 나노초 안에 열 에너지를 전
달시켜 플라즈마를 발진하는 방식이다. 플라즈마가
발생된 뒤에, 수천 나노초 이후 이온화되었던 원자가
바닥상태로 되돌아가며 방출하는 해석함으로써 원자
성분 상태를 유추할 수 있다. LIPS의 장점은 높은 정
밀도와 민감도 (~10 ppm), 원거리 검출이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광학 셋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과 원거리 검출
이 가능한 우주 탐사용 분광 장치 연구가 다양한 연
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3-8].
라만 분광법은 라만 산란 현상을 기반으로 분자
내부와 외부의 진동을 기반으로 분자 구조를 검출하
는 분광법이다. 이는, 레이저가 조사되면 광자의 에
너지가 검출하고자 하는 샘플과 교환되게 된다. 이때
vibrational, rotational 신호를 계측함으로써 분자 구
조를 검출할 수 있다 [9-11].

Fig 1. S chematic of the tageted area for Raman
and LIPS . (a) Proposed double-pulsed system and
(b) conventional double-pulsed sye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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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만 분광법과 LIPS는 실제 우주 탐사 영역에서
유용하게 동시에 사용될 수 있있다. 왜냐하면 두 분
광법은 상호 보완적인 분광법이기 때문이다. 라만 분
광법은 분자 구조는 검출할 수 있지만, 원자 성분은
검출할 수 없기 때문에 siderite (FeCO3)와
calcite(CaCO3)와 같은 분자구조는 같지만 원자 성분
이 다른 암석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LIPS는 원자 성분이 다른 두 암석을 구분할 수 있으
며, 반대로 원자 성분이 같고 분자 구조가 다른
aragonite(CaCO3)와 calcite(CaCO3)의 암석 종류는
구별하지 못한다. 반대로 라만 분광법은 분자 구조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라만 분광법과 LIPS는 상호
보완적인 분광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두 분광법은
동일한 분광기와 비슷한 광학 장비를 공유하고, 동시
에 원거리 검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주 탐사용
분광 장비로써 유용합니다. 또한 나노초 레이저의 발
전은 기존의 라만 분광 장치의 낮은 신호대 잡음비
를 해결할 수 있게되어, LIPS와의 통합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라만과 LIPS 통합 연구로는
폭약 성분을 검출하는 연구 [12-14]와 지리학적인 연
구 [15, 27], 심해 탐사 연구 [16], 그리고 우주 탐사
연구 [17,18,25]까지 다양하게 확장되었습니다.
라만 분광법과 LIPS의 주요한 차이는 레이저 에너
지 차이입니다. 대부분, LIPS의 경우 표면을 삭마시
키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가 요구되며, 라만 분광법은 thermal
alteration을 피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레
이저 에너지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 선행 연구자들은 첫 번째 방법으로, 다른 레이

저 source를 사용하여 레이저를 발진하는 방법
[19-21], 두 번째로는 하나의 장치에서 에너지 차이를
이용하여 라만 분광과 플라즈마 분광을 시행하는 방
법 [14, 22-24], 세 번째 방법은 시간 차이와 공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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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해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 [12, 25-27]이 존재
한다.
휴대용 라만-LIPS 소형 분광기를 이용하여 벽에 존
재하는 painting을 분석한 사례 [19], He-Ne CW 레
이저와 Nd:YAG 레이저를 혼합하여 하나의 레이저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 [20], 화성 탐사용 ESA 미션
을 위하여 소형 라만-LIPS 분광기를 설계한 연구
[21], 하나의 나노초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레
이저 에너지 조절을 0.01 ~ 100 mJ 변화하여 하이브
리드 시스템 구축 [22], 이 연구는 gated CCD와
non-gated CCD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또 다른 연구
로는 diode pumped Nd:YLF 레이저를 이용하여 소
형 라만-플라즈마 분광을 만드는 연구 [23], 하나의
장치에서 원거리 검출용 라만-플라즈마 분광 장치
[12, 14], 레이저 빔을 펼쳐서 라만 산란 현상과 플라
즈마 생성의 영역을 구별하여 검출을 하는 연구 [25]
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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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빠른 플라즈마 팽창에 의해 플라즈마 방출광
의 세기가 급격히 약화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일
검량 곡선을 그림으로써 이중 펄스 라만-LIPS 방식
이 얼마나 민감도를 향상시켰는지를 확인하였다.

Ⅱ. 레이저 분광법 분석 원리 및 방법
2.1 실험 샘플 및 장비 구성
2.1.1 암석 샘플 구성
본 연구를 위해서, 8가지 암석을 사용하였으며 실
제 지구 환경에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암석이다. 지
구 환경에서 존재하는 암석을 사용하여, 달의 암석의
종류를 추정하는 기초 연구로써 본 연구는 수행되었
다.

Table 1. Component of Molecule about soil power
Samples

Molecular
information

Pyrite

  

Talc

Calcite
Fig 2. Plasma emission spectra of
and

(b)

O

atom

for

Calcite(CaCO3)

   

(a) Ca atom
in

0.07

torr

conditions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라만-플라즈마 분
광의 장점과 플라즈마의 신호를 증폭하는 이중 펄스
조사 방식을 조합하여 우주 탐사용 라만-플라즈마 한
국형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동일한
Nd:YAG 레이저 (532 nm)를 이용하였고
second
harmonic generator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이중 펄스
방식은 수 나노초에서 수 마이크로초 사이에 펄스를
두 번 발생시켜 플라즈마의 수명과 온도를 높임으로
써 신호를 증폭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의 레이저 빔에서 첫 번째는 약한 레이저 빔으로
라만 산란 현상을 계측하고, 두 번째 상대적으로 에
너지가 높은 레이저 빔으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원
자 성분을 검출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자세한 설명
은 Fig. 1의 그림과 같다. 계측하는 방식에서도 첫
번째 레이저 빔이 발진될 때는 주변부 계측을 통하
여 플라즈마 현상이 배제된 라만 산란 현상을 계측
할 수 있었으며, 두 번째 레이저 빔이 발진될 때에는
가운데 부분에서 계측을 하여 플라즈마 신호를 검출
하였다. 또한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압 조

Fluorite
Quartz

   

Dolomite

Barite
Aragonite

   

Atomic information

Fe (238.2, 239.56, 248.32
nm), S (545.38, 543.28 nm)
Mg (285.213, 279.55 nm), Si
(221.09, 221.67, 251.61,
288.159 nm), O (777.298
nm), H (656.3 nm)
Ca (393.37, 396.85, 442.54m
445.48, 643.91, 646,26 nm),
C (283.67, 283.76 nm), O
(777.298 nm)
Ca (393.37, 396.85,
442.54m 445.48, 643.91,
646,26 nm), F (703.74,
685.60, 384.71, 384.99,
385.17, 402.47 nm)
Si (221.09, 251.61, 288.159
nm), O (777.298 nm)
Ca (393.37, 396.85, 442.54m
445.48, 643.91, 646,26 nm),
Mg (285.213, 279.55 nm), C
(283.671 nm), O (777.298
nm)
Ba (455.403, 553.548 nm), S
(545.38, 543.28 nm), O
(777.298 nm)
Ca (393.37, 396.85,
442.54m 445.48, 643.91,
646,26 nm), C (283.67,
283.76 nm), O (777.298 nm)

모든 암석은 Hansol Education Co.에서 구매하였
으며, 암석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모두 대략
4cm 정도이다. 각각의 암석은 순도 96%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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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레이저 분광법을 사용하기 전에 어
떠한 화학적 전처리도 사용하지 않았다. 자세한 분자
및 원자 성분에 대한 암석 정보는 Table 1에 기재되
어 있다.

2.1.2 이중 펄스 발진과 계측을 위한 광학 셋업
본 연구의 대략적인 이중 펄스 라만-립스 실험 구
성은 아래 Fig 3와 동일하다. Dual-pulse의 Nd:YAG
레이저(Minilite, Continuum Inc.)를 사용하였으며,
시간 차이를 준 상태로 irradiation을 발생시켰다. 각
레이저 시스템은 독립적인 파워 서플라이와 동일한
광학 장비 구성을 공유한다. 레이저는 532 nm 파장
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라만 분광법이 사용한 레이저
보다 높은 파장 영역의 신호를 계측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라만과 립스의 레이저 펄스가
발생되고,
분광기가
triggering
하는
시간,
Q-switched time은 전부 펄스 발생기를 사용하여 제
어하였다. 펄스 발생기 (BNC 565-8CG)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오실로스코프 (Tecktronix TDS-2014)
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결과적으로 각 레이저빔의
발진 시간 차이를 조절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레이저 장비는 Q-switched
time이 144 마이크로 초 인 상황에서 최대의 레이저
파워인 25 mJ을 발진할 수 있는 형태이다. 라만 분
광법의 경우, 최대한 열에 의한 상호작용을 최소화하
고자 대략 4~5 mJ 정도의 레이저 에너지가 발진되도
록 Q-switched time을 조절하였으며, LIPS의 경우에
는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발진하여, 플라즈마를
생성해야하기 때문에 Q-swithced time을 조절하여,
대략 15 mJ 정도의 레이저 에너지를 도출하였다.

Fig

3.

S chematic

Raman-LIPS

system

of
at

proposed
low

double

pressure

pulse

below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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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

대략 LIPS의 경우는 114 마이크로 초, 라만은 89 마
이크로 초를 사용하여 레이저 에너지를 조절하였다.
레이저 빔은 fused silica lens를 사용하여 100 mm
집광 거리를 가지는 셋업을 구축하였다. 계측을 위한
광학 fiber는 대략 600 마이크로 미터의 직경을 지닌
다. 라만 산란 현상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Rayleigh
scattering을 제거하기 위하여 band-pass filter
(LP03-532RU-25, Thorlab)을 사용하였다. 우주 탐사
환경과 유사한 저압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 세로, 높
이가 20 cm인 챔버를 사용하였으며 rotary pump
(EHP 600)를 사용하여, 0.01 ~0.07 torr의 저압을 설
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라만
계측을
위해서는
Czerny-Turner 분광기 (MonoRa320i, Andor)와
ICCD (iStar, Andor)를 사용하였다. 라만 산란을 계
측하기 위한 분광기의 해상도는 0.10 나노 미터로 10
마이크로 미터의 slit과 1200 groove/mm인 상태였
다. 게이트 지연 시간과 너비는 0초와 7 마이크로 초
가 사용되었다. LIPS 실험의 경우에는, 다른 분광기
(Mechelle 5000, Andor)와 ICCD (iStar, Andor)가 사
용되었다. ICCD의 게이트 지연시간은 1 마이크로 초
로 설정하였으며, 게이트 너비는 20 마이크로 초로
설정하였다.
라만과 LIPS는 수 마이크로초 간격을 두고, 이중 펄
스가 발진되었다. 두 레이저빔의 적절한 레이저 에너
지를 실험한 데이터는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레이저 빔이 발진될 때, 게이트 지연 간격을 각 레이
저가 발진하는 Q-swithced opening을 기준으로 하였

다. 첫 번째 레이저 펄스는 아주 소량의 레이저 삭마
현상을 만들고, 레이저 삭마 현상의 주변부에서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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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라만 형상을 계측할 수 있었다. LIPS의 계
측은 두 번째 레이저 빔이 레이저 삭마 현상을 일으
키고, 1 마이크로 초 뒤에 계측을 하였다. 이때 이중
으로 중첩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는 플라즈마 내부
의 들뜬 상태의 원자 총량을 상승시켜, 일반적인
LIPS 방식보다 신호 세기가 향상된 형태의 결과를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중 펄스 라만-립스 시스
템의 시간적 순서는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4. Laser energies of (a) 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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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결과
2.2.1 이중 펄스 라만-립스를 이용한 암석 샘플
실험 결과
라만 분광법은 라만 산란 현상의 빛을 0에서 3500
(1/cm) 범위의 빛을 계측하였다. 립스 실험의 경우
180에서 1000 nm 범위의 빛을 해석하였다. 모든 실
험은 0.07 torr 이하의 압력에서 진행되었다. Fig 6-8
는 이중 펄스 라만-립스의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화
학적으로 96%이상의 순도를 가지는 Pyrite, Talc,
Calcite,
Fluorite,
Quartz,
Dolomite,
Barite,
Aragonite 를 사용하였다.

and (b) Raman

for optimization of the double-pulse system.

Fig

6.

Double-pulse

Raman-LIPS

spectra

of

(a)

Pyrite, and (b) Talc.

Fig 5. Double-pulse laser synchronization scheme
using Q-switched time and ICCDs gate.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yrite의 결과는 라만
분광에서 lattice mode의 신호로써 343, 379, 430
(1/cm)를 검출하였으며, 립스의 결과로는 철을 의미
하는 238, 248 nm, 황을 의미하는 545, 543 nm의 파
장을 검출하였다. Talc의 신호 검출에서도 talc 신호
를 의미하는 라만 산란 빛의 파장인 196, 385, 632,
1016 (1/cm) 신호와 립스 결과에서 마그네슘, 실리
콘, 산소를 의미하는 285, 288, 777 nm 파장의 빛을
검출하였다. 마찬가지의 결과를 Fig 7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Calcite 실험의 경우, 라만 분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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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lattice mode (162, 282 (1/cm))와 internal mode
(713, 1086 (1/cm))신호를 검출하였고, 동시에 칼슘을
의미하는 393, 396, 422, 442, 445 nm, 탄소를 의미하
는 283 nm, 산소 원자를 의미하는 777 nm 파장의
스펙트럼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Fluorite의 경우
에도, 라만 (214, 319 (1/cm))과 립스(393, 396, 643,
685 (1/cm))의 신호가 올바르게 검출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7.

Double-pulse

Raman-LIPS

spectra

of

(a)

Calcite, and (b) Fluorite.

Quartz의 lattice mode(146, 208, 464 (1/cm))와
플라즈마 방출 신호에서 실리콘을 의미하는 283, 634
nm와 산소를 의미하는 777 nm를 Fig 8(a)에서 확인
할 수 있다. Fig 8(b)에서는 dolomite의 라만 산란 신
호인 1087, 714 (1/cm) 신호와 lattice mode를 의미
하는 187, 285 (1/cm)도 확인할 수 있다. Fig 8(c)와
8(d)에서 Barite와 Aragonite의 라만 산란 신호와 원
자 성분 신호를 올바르게 검출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8.

Double-pulse

Raman-LIPS

spectra

of

(a)

Quartz, (b) Dolomite, (c)Barite, and (d) Aragonite.

한국항공우주학회지

Fig 6-8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수행하였던 이중 펄
스 라만-립스 실험의 결과가 올바르게 라만 산란 신
호와 원자 성분을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호 대 잡음비의 비율도 라만 산란의 결과는 offset
결과를 배제하면 대략 200 이상, 립스는 그보다 높은
1000 가량의 신호 대 잡음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만 신호의 경우, 첫 번째 레이저 샷에서
플라즈마가 발생되어 형광 신호가 동시에 포집되는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신호가 offset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Calcite.

마찬가지로 Fig 10에서, 립스의 신호가 70 마이크로
초 이상의 시간 간격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신호 향상이 확인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20 마이크로 초의
시간 간격이 가장 높은 신호 향상을 가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20 마이크로 초 이하의 시간 간격은
라만 신호를 잡을 때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판단하
여, 추가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2.2.2 립스 신호의 세기 향상 검토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이중 펄스 라만-립스 셋업의
주요 장점은 첫 번째 레이저 샷의 레이저 삭마 현상
시에 라만 분광을 계측한다는 점으로 거의 동시에
분자 구조와 원자 성분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립스의 신호
세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일정 시간을
가지고 플라즈마가 중첩이 되면 플라즈마의 온도를
다시 한 번 가열시키고, 상대적으로 플라즈마의 수명
을 길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7]. 이전 연구들 [28,
29]에서는 20 마이크로 초 차이를 두고 립스 신호의
향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전례가 있다. 비슷하게
Fig 9에서 본 연구진은 레이저 빔이 발진되는 시간
차이를 100에서 20 마이크로 초까지 줄이며, 최적의
신호 향상을 가지는 시간 간격을 찾고자 하였다. 기
존의 20 마이크로 초 만큼의 시간 간격을 가지는 연
구는 최소 3~4배 가량의 신호 향상이 있었지만, 본
연구의 광학 셋업은 첫 번째 레이저 샷이 상대적으
로 낮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신호 향상의 폭이
훨씬 작았다. 그러나,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략 2배 가량의 신호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

The

LIPS ’s

spectrum

from

double

pulse

lasing following the different inter-delay time for

Fig 10. The variation of
double

pulse

signal of

lasing

elements from

following

different

inter-delay time in Calcite.

립스의 단변량 분석법에서 신호의 세기가 의미하
는바는 아래의 eq(1)과 같다. I는 신호의 세기를 의마
하며, F는 실험적 상수, N은 원자의 밀도, A는 원자
껍질내의 transition 가능성이다. g는 위의 전자껍질
에서의 퇴보 U는 온도에 의한 함수이다. 그렇기에
같은 대기 환경에서, 온도와 플라즈마의 밀도가 동일
하다고 가정하면, 신호 세기는 원자의 순수 밀도와
비례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limit of
detection (LOD)의 경우는 얼마나 예민하게 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인자로써, 단변량 분석에서 기울
기와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본 연구
의 결과인 Fig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중 펄스
라만-립스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레이저를 사
용한 립스 실헙과 비교하여 대략 2배가량의 기울기
상승과 1.3배 가량의 표준편차의 감소로 대략 3.6 배
이상의 LOD 값이 약 20 ppm을 상승한 것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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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두 번째 레이저 샷은 원자 성분을 볼 수 있는 립스
현상을 만들었다. 이때 첫 번째 레이저 샷은 상대적으
로 낮은 레이저 에너지 (~5 mJ)를 사용하여 열적 현상
을 줄이고, 라만 산란을 계측하고자 플라즈마 주변부에
서 계측하였다. 두 번째 레이저 샷의 경우에는 상대적
으로 높은 레이저 에너지를 사용하여 플라즈마를 크게
만들어 원자 성분을 볼 수 있는 플라즈마 분광법을 수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장치의 장점은 상대적으
로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분자 구조를 검출하는 라만
신호와 원자 성분을 검출하는 립스 신호를 동시 검출하
는 것과 립스의 신호를 대략 2배가량 상승시키고 LOD
값은 3.6배가량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형 우주탐사 연구로써 수행되었으며, 추후
달 탐사용의 탑재 장치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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