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대기 중에서의 유해가스 및 악취성 VOC 채취기법

환경 대기 중에서 유해가스 및 악취관련 물질을 채취하는 기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현장에서 시료의 포집과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는 on-line 측정법,

캐니스터와 같은 용기를 사용하여 유해가스 및 악취 함유 공기를 직접 포집하는 방

법, 흡착제나 흡수액 같은 포집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하에 이들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1. 캐니스터를 이용한 직접 포집방법

스테인레스스틸 캐니스터가 유해가스의 포집에 가장 안정한 용기로 알려져 있으

며, 미국 EPA의 TO-14에서도 스테인레스 스틸 캐니스터의 사용이 추천되고 있다.

캐니스터와 같은 용기를 사용하여 직접 공기를 포집하는 경우 포집 대상물질과 용

기 내벽과의 반응성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용기의 재질과 포집 대상물의 성질,

용기 내부 표면의 특수처리 및 시료의 수분 함유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

서 캐니스터의 표면은 포집 대상물질의 흡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SUMMAR 코팅 또는 이와 유사한 표면 처리과정을 통해 불활성물질로 코팅된다.

또한 캐니스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내부 벽면을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사용후에도

바로 세척해 두는 것이 좋다. 캐니스터는 비극성 물질을 대상으로 사용되며, 채취된

시료는 캐니스터 내에서 30일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니스터는 용기의 내벽과 포집 시료와의 반응성 뿐만 아니라 샘플링 과정에서

가장 뒷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부분의 관련 장치로부터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

며, 다른 포집방법과 비교하여 비용이 많이 들고 분석범위가 비극성 물질로 제한되

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용하기 전에 분석대상 물질에 대한 오염이나 손

실을 야기시키지 않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분석대상

물질의 표준 혼합 물질을 실제 조건에서 포집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

다. 이러한 점검 과정은 미국 EPA의 TO-14에서 측정자료의 품질관리 과정으로 규

정되어 있다.

또한 캐니스터를 이용하여 포집한 시료를 저온농축장치가 있는 GC로 분석할 경

우, GC 오븐은 영하의 저온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시료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

다면 수분은 응결되어 컬럼에 블록을 형성하여 운반가스의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캐니스터로 포집한 시료를 저온농축장치가 있는 GC로 분석할 때에는 시료

에 수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표 1에는 캐니스터를 이용한 시료채

취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하여 놓았다.



표 1.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canister sampling

장 점 단 점

- 분석 대상물질의 파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 캐니스터의 내부가 잘 닦여 있다

면 부산물이 생기지 않는다.

- 열탈착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 오염되기 쉽다.

- 초기 투자비용이 많다.

- 극성 VOC 포집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 흡착매체를 이용한 샘플링과 비교하면 샘플

링 횟수에 한계가 있다.

- 온도, 압력 등의 조절이 필요하다.

- 샘플링 과정을 자동화하기 힘들다.

2. 포집매체를 이용한 방법

포집매체를 이용하여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흡수액을 이용

하는 임핀저법과 고체 흡착제를 이용하는 흡착관 포집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임핀저법은 특정 유도시약을 함유한 흡수액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유기 용

매로 된 흡수액을 사용하는데, 시료의 증발손실이 크고 취급이 쉽지 않아 포름알데

히드나 아세트 알데히드 같은 저분자 칼보닐계 화합물들에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악취물질 중 암모니아는 흡수액을 이용한 용액흡수법이 시료채취에 주로 사

용된다.

흡착관 포집법은 방향족과 같이 VOC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분석의 감도를 높일

수 있고, 사용범위가 넓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하에는 흡

착관을 이용한 포집과 분석을 위한 탈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가. 흡착관 포집법

이 방법은 유리나 스테인레스스틸로 만들어진 고체 흡착제를 충진시킨 흡착튜브

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공기를 펌프로 흡입하여 공기 중의 유해가스를 흡착제에 흡

착시켜 포집하는 방법(active sampling)과 오염물질의 농도구배에 따른 확산성을 이

용하는 방법(diffusive(혹은 passive) sampling)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들 방법 중 확산성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로 작업환경과 같은 특정 환경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실내 환경이나 일반 대기 환경 중의 장기간의 샘플링에

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은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여 경비가 저렴하고 사용

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으나 대기중의 농도 변동이 클 경우 그에 완벽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휘발성 물질은 보통 펌프를 이용한 샘플링

방법에 의해 채취된다. 이 방법은 일정한 양의 공기를 펌프로 흡입하고 흡착제에

흡착시키는 방법이다. 흡착제로는 테넥스(tenax), 비닐스티렌 공중합체, 폴리우레탄

폼, Carbon molecular sieve, 활성탄 등이 있다.

나. 유해가스 시료 포집용 흡착제의 종류와 특징

흡착제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포집 대상물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포집 대

상물에 적합한 흡착제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흡착제의 종류는 재질에 따

라 고분자 흡착제와 탄소계 흡착제 등으로 분류되는데 피흡착제의 물리화학적 특성

즉, 휘발성, 극성, 용해성에 따라 흡착 강도가 다른데 표 2에 여러 종류의 흡착제의

특성과 포집대상 범위 등을 요약하여 놓았다.

표 2. Characteristics of various adsorbent.

Adsorbent Analysis Range Max. Temp.(℃) Strength

Carbotrap C

Tenax Gr

Carbotrap

Chromosorb 102

Chromosorb 106

Porapak Q

Porapak N

Spherocarb

Caebosieve S III

Molecular Sieve

Charcoal

n-C8 ～ n-C30

n-C7 ～ n-C30

(n-C4)n-C5 ～ n-C14

n-C5 ～ n-C12

bp 50℃ ～ 200 ℃

n-C5 ～ n-C12

n-C5 ～ n-C8

bp -30℃ ～ 150℃

(C2)C3 ～ n-C6

bp -60℃ ～ 80℃

bp -80℃ ～ 50℃

> 400

> 400

> 400

250

250

250

150

> 400

> 400

350

> 400

weak

weak

medium

medium

medium

medium

medium

strong

strong

strong

strong

* bp : boiling point

* Max Temp. : 흡착제가 열에 안정한 최고 사용온도

일반적으로 유해가스의 포집에 사용되는 흡착제는 흡착 보유능이 큼과 동시에

흡착된 시료를 100% 탈착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흡착제의 사용

에 있어서 흡착제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사용량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파과점 용량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흡착제 량이 많을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

지나 분석을 위한 탈착과정에서 불완전한 탈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흡착제의 양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므로 세시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되는 흡착제 중에서 활성탄은 과거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폭넓게 사용

된 일반적인 흡착제이며 최근에 개발된 흡착제로는 열로 흡착능을 개선시켜 유기물

에 대해 친화성을 증가시킨 카본계 흡착제 carbotrap과 carbo-black, carbosieve-S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리화학적 성상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

의 VOC에 대해 보다 일관성 있는 흡착능과 보유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고분자 흡착제 중의 하나인 테넥스(tenax)는 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

과 비교적 광범위한 포집대상 범위(보통 n-C7 ～ n-C30), 우수한 흡착 및 탈착능,

그리고 수분에 대한 소수성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400℃ 이상의 고온에서

도 안정성을 유지한다. 또한 탄소계 흡착제 중의 하나인 carbosieve-S의 경우 대략

-60℃ ～ 80℃정도인 낮은 끓는점을 가진 포집 대상물에 사용되며 400℃까지 안정

성을 유지한다.

흡착관을 이용한 포집법은 흡착제에 따라 분석 대상물질을 선택적으로 포집하여

방해물질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캐니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

해 분석 대상물질의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고 이용상 편리한 잇점이 있다. 반면에

시료 포집 중 분석대상물질의 파과가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저장이나

탈착과정 중에 흡착제와 포집물질의 화학반응에 의해 중간생성물이 발생할 수도 있

다. 표 3에는 흡착관을 이용한 포집법의 장단점을 용약해 놓은 것이다.

표 3.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adsorption tube sampling.

장 점 단 점

- 분석대상물질의 선택이 용이하다.

- 작아서 다루기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하다.

- 극성과 비극성 물질에 걸쳐 넓은

포집대상범위를 가지고 있다.

- 중간 반응 생성물이 형성될 수 있다.

- C2에 적합하지 않다.

- 흡착관 하나에 한번의 샘플링밖에 안된

다.

- 샘플링하는 동안 분석물질의 파과가 발

생할 수 있다

다. 탈착방법

흡착관을 사용하여 포집했을 때는 흡착된 시료의 탈착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탈착방법으로는 용매추출법과 열탈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1) 용매추출법



용매추출법은 시료의 특성에 따라 극성 혹은 비극성의 용매를 탈착에 사용하는

데, 이 방법은 열탈착법에 비해서 분석감도가 약 2000배 이상이나 떨어지기 때문에,

VOCs의 농도가 ppb 단위인 저농도의 일반대기 환경중의 VOCs 분석에는 다소 부

적합하고, 고농도인 특정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용매추출법은 CS2와 같은 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위험이 있고, 또

한 GC 분석시 나타나는 용매의 피크 때문에 분석감도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2) 열탈착법

열탈착법은 용매추출법에 비해 분석감도가 뛰어나므로 일반 대기중에 저농도로

존재하는 VOC의 분석에 이용될 수 있으며, 탈착과정의 자동화가 쉽고, 흡착튜브의

탈착효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열탈착법을 사용할 때는

사용 흡탁제와 분석 대상물질의 열에 대한 안정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데, 만

약 분석대상물질이 탈착을 위해 가한 열에 대해 불안정하거나 강한 반응성을 가졌

을 경우에는 시료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