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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시료 분석 시스템

  가스 시료 분석 시스템은 C6 이하의 가벼운 탄화수소류(Light Hydrocarbons)와 산소, 질소 같은 상용가

스(Permanent Gas)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동 밸브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컬럼 연결을 조작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시료 주입으로 분석하고

자 하는 여러 가스성분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시료의 종류에 따라 분석에 적합한 컬럼을 선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충진 컬럼이나 PLOT (Porous Layer Open Tubular) 컬럼 등이 필요하며,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의 종류 및 농도에 따른 검출기 선택 시 그 적절한 구성에 맞추어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분석원리 및 분석 방법

  1) 분석 포인트

  (1) 가스 시료주입 : Sample loop가 장착된 Valve 사용

  시료 주입에 있어서, 액체 시료보다 기체시료는 유동성이 큰 상태이다. 따라서 밸브를 이용하여 일정유

량으로 가스시료를 Loop에 채워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시료가 재현성 있게 주입되면서, 피

크의 띠 넓어짐 현상을 줄이므로 S/N ratio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Molecular Sieve 5A, 13X 컬럼

  Molecular Sieve 5A, 13X 등의 컬럼은 분자크기가 작은 물질(H2, N2, O2, CH4 등)을 분석할 때 사용한

다. 그러나 분자 크기가 큰 물질(CO2, H2O 등)이 들어오면 흡착하여 빠져 나갈 수 없으므로, Molecular 

Sieve 컬럼을 통과하지 않는 방법(Vent)을 찾아야 한다. Molecular Sieve 컬럼은 수분과 CO2가 흡착되면 

급격하게 분리능이 감소하므로 반드시 250 ℃에서 40시간 이상 충분히 컨디셔닝 후, 사용하도록 한다.  

  (3) Porapak, Heyesep 컬럼

  Carboxen‐1000이나 Porapak, Heyesep 컬럼 등을 이용하면 CO2, Ethylene 등을 볼 수 있다. 이 중 

Carboxen‐1000 컬럼은 피크 머무름 시간이 길어, 피크의 띠 넓어짐 현상이 일어나 감도가 떨어질 수 있으

므로, 필요에 따라 짧은 컬럼을 사용하거나 또는 빠르게 용출시킬 수 있는 Porapak나 Hayesep 컬럼을 쓰

는 것이 감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4) 위의 두 가지 내용 (2), (3)을 종합하여, 여러 기체를 동시에 분석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컬럼 2개를 

선택하고, 분석 진행 시 필요에 따라 하나의 컬럼을 통과하지 않게 하는 Switching Valve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의 분석으로 여러 가지 기체 물질을 동시에 볼 수 있다. 

  (5) 각 분석 기체에 대한 감도와 선택성은 분석에 있어 중요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H2, O2, N2 등의 기

체는 FID에서 감응이 되지 않으므로, TCD와 PDD 검출기로 분석한다. TCD는 각 기체 물질마다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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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 이상이 되어야 감응되므로, 더 낮은 농도를 보고자 하면 PDD를 이용해야 한다. CO, CO2는 메탄화 

장치를 이용하여 메탄화시킨 후, FID로 검출하면 낮은 농도에서도 좋은 감도를 보이며 분석할 수 있다. 

  2) 각 사용장치의 특징과 원리

  (1) 밸브(Sampling & Switching Valve)

  － 밸브 1번은 시료 주입을 위해 사

용한다. OFF 상태에서는 시료가 

Sample Loop에 채워지고, ON 

상태에서는 시료가 컬럼으로 도입

된다.

  － 밸브 2번은 컬럼 유로 변경을 위

해 사용한다. OFF 상태에서는 시

료가 두 개의 컬럼을 통과하고, ON 

상태로 전환하면 컬럼 1개만 통과

한다(Molecular Sieve 5A 컬럼을 

통과하지 않는다).

  (2) 메탄화 장치

  메탄화 장치는 불꽃에 의해서 이온화되지 않는 물질(CO, 

CO2)을 Ni
‐

 촉매를 이용하여 시료를 메탄화시키는 장치이다. 

CH4로 전환된 CO, CO2는 FID로 검출할 수 있다.

                         Ni 촉매
  CO, CO2 + H2                      CH4 + 부산물
                         350 ℃

  (3) 컬럼(충진 컬럼)

  ∙MOLECULAR SIEVE 5A : Molecular sieve 5 Å는 

Calcium형 zeolite의 일정한 5 Å의 공극을 갖는다. 이것

은 5 Å보다 큰 내경을 갖는 분자들을 흡착한다.

  ∙MOLECULAR SIEVE 13X : Molecular sieve 13X는 일정한 10 Å의 공극을 갖는 sodium zeolite의 

변형된 형태이다. 이것은 10 Å보다 큰 내경의 분자를 흡착한다.

    → Molecular sieve는 600 ℉ (315.5 ℃) 온도에서 재생시켜 사용할 수 있다. 

  ∙HAYESEP POLYMER : Hayesep Polymer는 수축 없고, 최소 bleed로 일정하게 만들어졌다. 이들 고

분자는 충진 전에 세척하고, 미리 200 ℃ (160 ℃‐N, T용)에서 고순도 N2 가스로 컨디셔닝된다. 가벼

운 가스, CO, CO2, Acetylene 등이 먼저 용출되어 나온다. 

  ∙Porapak Polymer (Durapak) : PORASIL에 유기 기능기를 액상으로 구성하는데, 다른 액상 고정상에 

비해 Bleed가 적고, 분리가 잘 이루어진다. 전체가 porous packing이다. 

극성정도 ; P< PS < Q < QS < R < S < N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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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검출기

                  

           FID (불꽃이온화검출기)            TCD (열전도 검출기)          PDD (주기적 방전 검출기)

  위는 각각 FID, TCD, PDD (왼쪽부터 차례로) 검출기 내부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 분석하고자 하는 기체 

종류(선택성)와 농도(감도)에 따라 검출기를 선택한다. 

  － FID는 불꽃이온화 검출기로 불꽃에 의해 이온화된 물질이 검출된다. C‐H를 함유한 탄화수소류 분석

에 사용한다. 

  － TCD는 열전도도 검출기로 이동기체와 분석 시료간의 열전도도의 차이를 측정한다. 이동상 기체를 제

외한 모든 물질이 검출되나, 다른 검출기에 비해 감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 PDD는 주기적 방전 검출기로 TCD처럼 이동상 기체를 제외한 모든 물질을 검출할 수 있으며, FID 

만큼의 감도를 제공하므로 위의 두 검출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고가이며, 오염이 쉽게 되는 

단점이 있다. 

<가스분석 시스템을 사용한 시료분석 예>

스위칭 밸브(Switching Valve) 시스템 – 두 종류의 컬럼을 사용한 분석

  가스분석 컬럼은 컬럼마다 물질종류에 따른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수소부터 C4∼C5까지의 탄화수소류

가 모두 포함된 시료라면 컬럼 두 종류를 사용하여 함께 분석하는 스위칭 밸브 시스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Step 1 : V1 Off, V2 Off>

  － 이동상 Gas는 컬럼 1, 2를 연속적으로 통과하

며, 분석 준비 상태를 유지

  － Sample loop에는 분석할 시료가 채워지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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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마토그램>

<Step 2 : V1 On, V2 Off>

  － 이동상 Gas는 Sample loop에 채워진 시료를 

싣고, 컬럼 1,2로 진행 

  － Hayesep N 컬럼에는 CO2∼C4까지 탄화수소

류가 머무르고 있으며, 가벼운 수소, 산소, 질

소, 메탄, CO는 MS 5A 컬럼에 도착하여 분리

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 

  <Step 3 : V1 On, V2 On>

  － 만약 Hayesep N에 있던 무거운 탄화수소류가 점

차 진행하여 MS 5A 컬럼에 도입된다면, 컬럼에 

흡착하여 피크를 확인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CO peak까지 MS 5A 컬럼에서 모두 빠져 

나온 것을 크로마토그램으로 확인 후, CO2가 MS 

5A로 진행하려는 순간 V2를 On 상태로 만들어 

검출기 부분으로 바로 빠져나오도록 유로 변경함.

  검출기 : TCD-Methanizer-FID 동시 검출

          Signal change 기능 → 한 크로마토그램으로 출력

  1) 수소, 산소, 질소는 TCD에서 피크를 확인(분자 구조상 C‐H bond가 없으므로 FID에서 측정 불가)

  2) 기타 탄화수소류 CH4, C2, C3, C4는 FID에서 측정

  3) CO와 CO2는 메타나이저를 통과하여 CH4로 변화시켜 FID로 검출

     즉 수소, 산소, 질소만 TCD에서 측정하며, 그 이후의 CH4, CO, CO2, C2∼C4는 FID에서 측정

  <분석조건>

  ∙Oven : 35 ℃ (5 min 유지) → 15 ℃/min (승온) → 175 ℃ (10 min 유지)

  ∙Column : Molecular sieve 5A, 1/8",  3ft, 60/80 mesh 

     Hayesep N, 1/8"         10ft, 60/80 mesh

  ∙Carrier gas : Ar, 15 mL/min 

  ∙ Injector : 200 ℃

  ∙Detector : TCD (200 ℃), FID (250 ℃) (직렬 연

결),  Methanizer : 350 ℃

  ∙ Injection Volume : 0.5 mL

  ∙Valve Program : GSV 1 Off, GSV 2 Off → 0.1 

min GSV 1 On → 7 min GSV 2 On

  ∙Signal Change : 4.0 min (TCD → F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