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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컨테이  내 IMS 신호를 이용한 응 도우 기반 
마약  폭발물 검출

☆

Adaptive Window-based Detection of Narcotics and Explosives using IMS 
Signals in Cargo Containers

주 희 송1 김 동 현1 조 성 윤1 박 경 원1 김 양 섭1 전 원 기1 권 기 원1*

Heesong Ju Donghyun Kim Sungyoon Cho Kyungwon Park Yangsub Kim Wongi Jeon Kiwon Kwon

요    약

선박 는 항공기 화물을 이용한 국제 인 마약  폭발물 반입 시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폭발물

의 검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 경로인 항만, 공항의 컨테이  검색을 통해 험물질(마약  폭발물)을 탐지하는 것이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온 이동도 분 법(Ion Mobility Spectrometry: IMS)의 샘 링 된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컨테이  내부의 험물질을 검
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화 단계에서 알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목표 험물질의 이온 검출을 한 문턱값, 

도우 길이, 잡음 수  등의 라미터를 사 에 추정한다. 추정된 라미터는 컨테이  내부의 목표 험물질의 이온 검출에 사용된

다. 제안된 기법은 컨테이  환경에 의해 IMS 신호 최 값과 이온 이동도가 변동하는 경우에 용될 수 있다. 

☞ 주제어 : 마약  폭발물, 이온 이동도 분 법, 화물 컨테이 , 응 도우, 검출 기법

ABSTRACT

International attempts to smuggle narcotics and explosives using ship or aircraft cargoes are on the rise.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detection cases of narcotics and explosives in Korea, it is important to detect dangerous material (narcotics and 

explosives) through container searches at ports and airports, which are the main routes. This paper proposes a technique to detect 

dangerous material in cargo containers using the sampled output signal of ion mobility spectroscopy (IMS). The proposed technique 

estimates parameters such as a threshold, a window length, and a noise level for ion detection of the target dangerous material by 

using known materials in the initialization stage. The estimated parameters are used to detect the ions of the dangerous target material 

inside the containers. The proposed technique can be applied when the peak value of the IMS signal and the ion mobility are varying 

due to container environments.

☞ keyword : narcotics and explosives, ion mobility spectrometry, cargo container, adaptive window, detection technique

1. 서   론

최근 들어 선박 는 항공기의 화물 컨테이 를 통한 

국제 인 마약 매  폭발물 테러 시도가 증가하고 있

다. 2021년 9월 부산세 이 멕시코에서 출발하여 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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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호주로 수출 정인 컨테이 에서 역  최  규

모인 404.23kg의 필로폰을 발하 다[1]. 한, 같은 해

인 1월 부산신항에 입항한 라이베리아 국  컨테이  화

물선의 타기실에서 코카인 35kg을 압수했으며, 2020년 11

월경 국제화물로 장하여 필리핀을 거쳐 부산항으로 반

입한 마 3.83kg을 발하기도 하 다[2][3]. 이처럼 

량의 마약 수가 컨테이 를 통해 시도되고 있으며, 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마약류 검출을 한 검색기

술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마약이나 폭발물과 같은 험

물질의 법 인 이동을 방지하기 해서는 주요 경로인 

항만이나 공항 단계에서 컨테이 의 반입 는 반출시 

컨테이  검색을 통해 사 에 험물질을 탐지하는 것이 

요하다. 재 화물 컨테이 의 검색에는 고에 지

(6MeV, 9MeV)를 이용한 컨테이  투과 상을 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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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MS 시스템 구조

(Figure 1) IMS system structure

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법은 매우 높은 해상

도의 검색 상을 통한 독은 가능하지만, 원자번호가 

낮은 마약  폭발물은 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4].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해 이온 이동도 분 법

(Ion Mobility Spectrometry: IMS)을 이용할 수 있다. IMS는 

검사 상 물질의 이온화  가속화 과정을 통해 물질 고

유의 이온 이동도를 측정함으로써 특정한 물질의 존재 

여부를 악할 수 있다[5]. IMS를 화물 컨테이 에 용

하기 해서 컨테이  내부와 연동할 수 있는 흡입부와 

IMS 센서 개발  자동화된 검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MS 장비를 이용하여 화물 컨테이 의 

험물질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에서는 이온 

이동도 분 법과 기존 검출 기술의 문제 을 소개하고, 3

에서는 IMS 장비의 출력을 이용하여 검출 성능을 향상

시키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4 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을 내린다.

2. 련 연구

이 에서는 마약  폭발물 검출에 쓰이는 IMS 기술

을 소개하고 기존 이온 검출 방식에 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2.1 IMS에서의 이온화

IMS는 리 이용되고 있는 험물질 탐지 방법이다

[6]-[9]. IMS에서는 흡입된 상물질이 코로나 방 에 의

해 이온화된 후, 기장에 의해 이온 이동  는 이동 채

(drift tube)을 통과하여 최종 으로 극에 도달한다. 

이 때, 이온의 종류에 따라 도달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물질의 이온 구성을 분석한다. IMS를 

이용하여 상물질의 반응을 측정하는 블록도를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IMS에서 시료 주입은 smear matrix에 고체상 시료를 

묻히거나 공기 흡입을 통해 진행하며, 고온의 시료 주입

부에서 시료가 기화되어 이온화 역으로 도입된다. 이후 

코로나 방 에 의해 이온화 과정이 진행되고, 생성된 이

온은 이동 채 을 통과하여 이동 시간에 따라 분류된다.

IMS에서는 기 의 공기와 수분 성분이 먼  이

온화되어 이들이 반응 이온(reactant ion, RI)이 되어 분

석물과 화학  이온화 과정을 거쳐 분석물 이온이 생

성된다[10]. 이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모두 생성될 수 

있다. 기 성분에서 생성되는 양이온은 수분과 련되

어 주로 물분자 집합체(water molecule cluster)인 

 이 생성되어 분석 물질과 반응하여 분석물

분자 을   과 같이 양이온화 시킨다. 음이온

의 경우에는 산소가 자를 취하여 음이온이 되는 것

이 가장 잘 일어나는 RI인데 수분 함량에 따라 물 분

자가 여러 개 붙은 형태가 된다. 음이온인 경우에는 분

석물 분자에서 양성자가 빠진 가 생성될 수 

있다.

2.2 이온 이동도와 이온 검출

와 같이 이온화 과정을 통해 이온화 된 물질은 이

동 채 에 인가된 압에 의해 이동하게 되는데, 이 때 

이온의 이동속도는 기장 세기에 의해 향을 받는다. 

이온의 이동도는 수식 1과 같이 표 된다[11]. 

  





∆

 

            (1)

여기서 는 이온의 이동속도( ), 는 기장의 세

기, 은 이동 채 의 길이( ), 는 이온의 이동시간

(), ∆는 인가 압()을 나타낸다. 는 실험을 통

해 구할 수도 있고, 이온의 화학  특성을 알면 계산에 

의해 구할 수도 있다[12].

이온의 이동속도는 기장 이외에 이동 채  내의 

온도와 압력의 향을 받는다. 온도는 이온과 성 분

자들의 운동 에 지와 련되어 있고, 압력은 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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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MS 기반 이온 검출 기법 블록도

(Figure 2) A block diagram for an IMS-based ion 

detection technique

이동할 때 충돌 정도에 향을 미친다. 이온의 이동도

가 압력과 온도에 향을 받으므로 이에 한 보정이 

필요하며, 이를 보정한 결과를 환산 이온 이동도

(reduced ion mobility, )라고 하고, 수식 2를 통해 구

할 수 있다[5]. 

  

 
             (2)

여기서 는 이동채  내의 압력(torr)이고, 는 측정 

시 이동도  내의 온도(K)이다. 수식 2에서 알 수 있듯

이 압력이 증가하고 온도가 감소하면 이동도는 증가한

다. 즉, 이동도는 환경에 의한 향을 받게 된다.

기존의 이온 검출 방법에서는 험물질의 각 이온에 

해 수식 1과 수식 2를 통해 구한 이온 도달 시간  

근처에서 압의 최 값을 검출한 후, 사  측에 의

해 설정한 수동 문턱값과 비교하여 이온의 존재 여부

를 별하고 있다[8][13].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

이기는 하지만, IMS 라미터, 주변 환경, 이온 농도 

등의 변화에 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 검출 

실패를 방지하기 해서는 문턱값을 최 한 낮추어야 

하며, 이 경우 오 검출율이 증가하는 문제 도 안고 있

다. 따라서, 문턱값을 자동으로 설정하기 해 공기

에 존재하는 기  이온을 이용하는 방법이 최근 제안

되었다[14]. 그러나, 컨테이  환경에서 험물질의 양

이 변하면 이온 농도가 변하여 기  이온과 험물질 

이온의 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에서

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해 사  잡음측정에 

의한 응 문턱값 설정과 다수결에 의한 별 기법을 

제안한다.

3. IMS 기반 험물질 검출 기법

이 에서는 IMS 장비의 출력신호를 이용하여 험물

질의 존재를 응 으로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IMS는 다양한 원리를 기반으로 DTIMS, TIMS, DMA 등 

여러 종류로 나  수 있는데[5][9], 이  DTIMS는 이온

이 균일한 기장에서 기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이며, 본 논문에서는 DTIMS를 이용한 검

출 기법을 제안한다. 

3.1 기본 검출 기법

그림 2는 DTIMS 방식의 IMS 기반 험물질 검출 기

법의 체 블록도를 나타내고 있다. 먼  흡입 장치를 통

해 입력된 물질은 이온화 장치에 의해 여러 성분의 이온

으로 이온화 되고, 제어기로 주기가 조 되는 이온 셔터

가 열리는 순간 계에 의해 이동 채 을 통과하게 된다. 

셔터가 최 로 열리는 시간을   , 셔터가 열리는 주기

를 라고 정의한다. 이동 채  말단의 이온 검출단에

서는 극에 도달한 이온에 의해 압 변화 가 나타

나며, 이를 샘 링하여 신호처리를 통해 이온의 도달 여

부를 단한다.  (은 0 이상의 정수)번째 셔터 주기의 시

간 동안 주기 로 샘 링 하여 개의 압 샘 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샘 링된 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3)

여기서   이고, 은 정수이며, 양이온 검출을 

가정하 다. 

검출을 원하는 험화물의 이온이 여러 종류인 경우, 

압력, 온도, 이온 농도 등의 특정 조건의 사  측정 환경

에서 각 이온별로 이온 이동도, 압이 최 가 되는 이온 

도달 시간  최  압값을 미리 측정할 수 있다. 검출을 

원하는 이온의 종류가 개인 경우,   ⋯번 

이온의 최  압을 
 , 압이 최 가 되는 샘 링 

시간을 
라고 하면, 압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은 사  측정 환경에서 구한 값을 의미

한다. 여기서 
 은 번 이온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IMS 장비가 오류 없이 검출해 낼 수 있는 최소 압값을 

나타낸다. 즉 번 이온의 농도가 낮거나 다른 원인이 발

생하여 
   

 인 경우에는 이온 검출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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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험물질 없는 공기

(b) RDX가 존재하는 공기

(그림 3) IMS 출력 비교 

(Figure 3) A comparison of IMS outputs

능할 수 있다. 한, 임의의 검출 구간 동안 환경의 변화

를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사  측정 환경에서의 번 

이온의 최 값 검출 시간은 다음과 같이   주기에 한 

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

  



  

 


               (4) 

IMS 규격과 환경 라미터를 미리 알고 있다면 이온 이

동도 식에 의해 각 이온에 한 을 산술 으로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 을 간결하게 하기 해 이후부터는 수

식에서 를 생략하기로 한다. 즉,   , 
  



로 표기한다.

일반 으로 공기 에는 검출을 원하는 물질 이외에 다

른 물질이 존재하여 이온 검출 시 잡음의 역할을 하게 되

므로 이에 한 처가 필요하다. 검출을 원하는 물질을 

IMS에 주입하기 에 먼  주변 공기 주입을 통한 기

화 과정을 수행하여 잡음의 크기를 추정한다. 그림 3은 

험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측정한 IMS의 출력 

압을 나타낸다. 그림 3(a)에서 공기 에 다수 존재하면

서도 검출하려는 험물질에 응하지 않는 질소와 같은 

별개의 이온 신호인 반응물 이온 피크(Reactant Ion Peak: 

RIP)와 잡음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그림 

3(b)는 험 물질인 RDX가 존재할 때의 환경에서 측정한 

IMS의 출력 압을 나타낸다. 그림을 통해 험물질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출력 압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RIP의 치는 사 에 알 수 있으므로 쉽게 제거할 수 

있으나 잡음의 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잡음과 이온 

반응 압을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각 이온의 에 해 을   주기 평균하면 공

기  물질에 의한 평균잡음 벨을 구할 수 있다. 

  



  

 

                (5) 

컨테이  내부에 한 실제 검출 단계에서는 각 이온에 

해 수식 5를 기 값으로 설정하여 이보다 큰 값이 검출

될 경우 이온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하면 된다. 이를 식

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은 이온이 검출되었음을,   은 불검출

을 나타낸다. 한, 는   인 실수이며, 실험에 의한 

경험으로 얻을 수 있다. 

는 작을수록 이온을 검출할 확률이 향상되어 

FRR(False Rejection Rate)이 감소하지만, 잡음이나 유사한 

이동도를 갖는 이웃 이온의 간섭에 의해 FAR(False 

Acceptance Rate)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요구사

항에 합하게 조 할 필요가 있다.  ≈인 경우 FRR

이 매우 낮아 부분의 험물질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

하다. 그러나, FAR이 매우 높아 불필요한 정  조사를 수

시로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 인 경

우 FAR은 낮출 수 있으나, FRR이 증가하여 이온 검출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에는 컨테이  내부의 공기

를 흡입하기 에 컨테이  외부에서 기화 과정을 통

해 를 변화시키면서 FRR과 FAR을 비교하여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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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4) 주기에 따른 TNT의 최  압 비교 (     )

(Figure 4) Maximum voltage comparison of TNT as a function of periods (     )

요구하는 FRR과 FAR을 만족시키는 를 구하면 된다. 

그런데, 그림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정 험물질이 

존재해도 압의 최 값 은 특정한 주기에서만 나

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주입되어 이온화가 시작되는 

시 부터 이온이 모두 사라지기까지의 여러 주기에 걸쳐 

증가하고 감소하는 상을 보이게 된다. 즉 

    ≤  ≤ 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와 는 각각   이 시작되는 순간의 주기와 끝나는 

순간의 주기를 나타낸다. 이 때 증가-감소 주기는 물질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하나의 주기에 한  만을 단독으

로 이용해서 최종 이온 검출 여부를 정하지 않고 여러 

주기에 걸친  을 이용하면 검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이다. 결국, 최종 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7)

여기서 는 주기 수,  (    )는 정 기 을 나

타내며, 모두 이온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

다. 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실험을 통해 각 이온마

다 한 를 구해야 한다.

3.2 개선된 검출 기법

그런데, 실제 컨테이  환경에서는 사  측정 환경과 

온도, 기압, 이온 농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온 이동

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 환경에서 최  압값

과 샘 링 시간을 각각 과 이라고 하면, 

  
 ∆과    ∆이 되어 검출시 

성능이 감소할 수 있다. 즉, ∆에 의해    


이 될 수 있고, ∆에 의해   
  는 

   
 일 수도 있다. 최 값 샘  시간이 변경

되어 여기서 ∆과 ∆은 각각 최댓값 오차와 시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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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Proposed detection algorithm for the i-th ion

  Input: Voltage signal samples 
  Output: Ion detection indicator 

  Parameters: Noise threshold  , window size , detection period , decision threshold 

  Define:   as a set of  while the i-th ion exists,   as a set of  while only noise exists, and ∩  ∅

  
  Set   ,   ,   ,    
  Stage 1: Initial noise level estimation with known ions
    for ∈

      Find sampling time  maximizing 

      Find the average of , resulting in 

    for ∈

      Estimate average noise level  for 

    return , 

  Stage 2: Initialization of detection parameters known ions
    for ∈

      Find  , ,   maximizing detection performance on 
    if the detection performance satisfies the system requirement
      return ,  ,  ,  , 
    else 
      ←
      go to Stage 1
  Stage 3: On-line detection in a container
    for ∈

       ←  

    Calculate  according to (7)
    return 

(그림 5) i번째 이온 검출 알고리즘

(Figure 5) The detection algorithm for the i-th ion

차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로 모두 평균이 0이고, 각각의 

분산이 ∆
 과 ∆

 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식 7의 가 

작은 경우에는 환경 변화를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 ≃∆, ∆ ≃∆로 표 할 수 있다. 사

 측정 환경과 실제 컨테이 의 환경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 ≠과 ∆ ≠이 된다. 한, 검출

단에서 개폐 시작 시간   을 모르는 비동기 방식이거

나 개폐 주기 에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

은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온 이동도가 유사한 이온들

이 존재할 경우 서로 다른 종류의 이온들이 유사한 시간

에 검출단에 도달하게 되어 간섭을 야기하므로 마찬가지 

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환경에서는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개선된 검출 방법이 필요하다.

먼 , ∆ ≠인 경우에 하여 알아본다. 이 경우에

는 을 심으로 일정한 크기를 갖는 도우를 설정하

여 그 구간내에서 압 검출을 시도한다. 동일한 이온인 

경우에도 모든 이온이 동일한 시간에 극에 도달하여 

임펄스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도

달하게 된다. 그 결과 압의 형은 최 값을 심으로 

좌우로 비 칭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며, 이 때 형의 

분산은 이온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도우의 크기도 

이온마다 다를 수 있다. 도우의 크기가 분산에 비해 작

을 경우 최 값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큰 경우에는 

이웃 이온의 형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한 값을 찾

아야 한다. 도우의 크기가  (는 도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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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0 이상의 정수이며, 이온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짐)라고 

하면, 먼  그 구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최 값을 갖는 샘

링 시간을 찾는다. 




∈
                (8)

여기서     ⋯⋯ 이다. 수식 

2와 마찬가지로 수식 8도   으로 표 할 수 있다. 그

러면, 수식 6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9)

수식 9를 수식 7에 입하면 이온 존재 여부에 한 최종 

정을 내릴 수 있다. 지 까지 설명한 검출 알고리즘을 

그림 5에 pseudocode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 ≠인 경우에는 3.1 에서 
 가 시

스템이 검출할 수 있는 최소 이온 농도의 압값이라고 

하 으므로 ∆  인 경우에는 검출 성능 하가 발생

하지 않는다. 그러나, ∆  인 경우에는 최소 검출값 

이하로 압이 감소하여 검출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는 

문턱값 검출 방식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이므로 별

도의 검출 기술이 필요하다. 

4. 결   론

IMS 장비를 활용하여 험물질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

안하 다. 검출 성능 향상을 해 이온 도달 시간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기화 과정의 잡음값을 이용한 응형 

기 값을 사용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강인한 검출 알고리

즘을 제안하 다. 한, 잡음에 의한 이온 도달 시간 변동

에 응하기 해 도우 기반 최 값 검출 기법을 제안

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험실과 실제 컨테이 에서 다

양한 마약  폭발물 시료 데이터를 확보하여 본 논문에

서 제안한 검출 기술의 검출 성능을 정량 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한, 여러 종류의 이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

우에 이온간 간섭(Inter-Ion Interference)에 의한 성능 열화

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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