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가스 분석기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VOC 및 악취성분의 분석에는 GC, GC/MS, HPLC 등이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분석 물질에 따른 분석 방법과 표준물질의 이

용방법 및 주의사항, 저온농축트랩 사용법, GC의 검출기, GC의 칼럼 선택에 대하여

기술한다.

1. VOC의 분석기술

가. 분석방법의 선택

미국 EPA에서는 대상 물질에 따른 분석 방법을 “TO-X법”으로 정해 놓고 있는

데 이를 다음 표 1에 요약 정리하였다.

c GC-MS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TO-1, TO-2, TO-9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

들은 각각 80℃～200℃, -15℃～120℃의 끓는점 범위와 높은 휘발성을 가진 비극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dioxin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GC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TO-3, TO-7, TO-10, TO-11, TO-12, TO-14 방법

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10℃～200℃의 끓는점 범위를 가지며 높은 휘발성을 가진

비극성 유기화합물의 분석, N-nitrosodinmethylamine, HPLC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TO-5, TO-8 방법이 있는데, 이들 분석 방법은 각각 포스겐(phosgene) 그리고 크레

솔(cresol)과 페놀(phenol)의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GC와 HPLC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polyaromatic hydrocarbon에 적용되는 TO-13 방법이 있다.



표 1. Methods for the analysis of toxic organic air pollutants in ambient air

분류

번호
분석방법 대상오염물질 형태 및 예

TO-1

Tenax 흡착과

GC/MS를 이용한

대기중 VOCs의 측정

80～200℃의 끓는점 범위를 가진 휘발성, 비극성 유

기화합물

(예, benzene, bromobenzene, carbon tetrachloride,

chlorobenzene, chloroform, cumene, 1,3-dichloroethane,

1,2-dichloroethane, 1,4-dichlorobenzene, ethylbenzene,

nitrobenzene, tetrachloroethylene, toluene, o,m,p-xylene

등)

TO-2

활성탄 흡착과

GC/MS에 의한 대기

중 VOCs의 측정

-15 ～120℃의 끓는점 범위를 가진 높은 휘발성, 비극성

유기화합물

(예, acrylonitrile, allyl chloride, benzene, carbon

tetrachloride, 1,1-dichloroethane, methylene chloride,

tetrachloroethylene, vinyo chloride 등)

TO-3

저온 농축기술과

FID, ECD가 장착된

GC를 이용한 대기중

VOCs의 측정

-10～200 ℃의 끓는점 범위를 가진 높은 휘발성, 비극성

유기화합물

(예, acrylonitrile, allyl chloride, benzene, benzylchloride,

bromoform, carbon tetrachloride, chlorobenzene,

chloroform, 1,4-dichlorobenzene, 1,2-dichloroethane,

1,1-dichloroethane, methylene chloride, nitrobenzene,

1,1,2,2-tetenahloroethane, tetrachloroethylene 등)

TO-4
대기중 유기염소계

농약과 PCBs의 측정

유기염소계 농약과 PCBs

(예, aldrin, 4,4-DDE, 4,4-DDT, polychlorinatebiphenls

등)

TO-5
HPLC를 이용한 대기

중 aldehydes의 측정

aldehyde와 keton

(예, acetaldehyde, acrolein 등)

TO-6
HPLC를 이용한 대기

중 phosgene의 측정
예, phosgene

TO-7

GC을 이용한 대기중

N-nitrosodiumethyla

mine의 측정

예, N-nitrosodiumethylamine

TO-8

HPLC를 이용한 대기

중 phenol과 methyl

phenol의 측정

예, cresol, phenol

TO-9

h i g h - r o l u t i o n

GC-MS를 이용한 대

기중 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e(P

CDD)의 측정

예, 1,2,3,4,7,8-hexachlorodibenzo-p-dioxin,

1,2,3,4-tetrachlorodibenzo-p-dioxine,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octachlorodibenzo-p-dioxin 등



TO-10

소량 polyurethane

형태의 샘플링 장치

를 사용하고 ECD가

장착된 GC를 이용해

대기중 농약성분의

측정

예, aldrin, captan, carbon tetrachloride, chlordane,

chlorothalonil, chlorpyrifos, 2,4-D esters, 4,4-DDE,

4,4-DDT, dichlorvos, dicofol, dieldrin, endrin, endrin

aldehyde, folpet, heptachlor, heptachlor epoxide, lindane,

methoxychlor, mexacarbate, mirex, trans-nonachlor,

oxychlordane, pentachlorobenzene, pentachlorophenol,

ronnel 등

TO-11

DNPH가 코팅된

Sep-pakR cartridge

샘플링 장치를 사용

하고 ECD가 장착된

GC를 이용한 대기중

포름알데히드 측정

예, formaldehyde

TO-12

저온 농축장치와 FID

를 이용한 대기중 비

메탄계 유기화합물의

측정

비메탄계 유기화합물(non-methane organic compound)

TO-13

GC와 HPLC를 이용

한 대기중 벤조 파이

렌과 다른 다핵 방향

족 탄화수소의 검출

방법

polyarometic hydrocarbon

TO-14

s u m m a
R

- p o l i s h e d

canister와 GC를 이

용한 대기중 VOCs의

측정

VOC

예, benzylchloride, carbon tetrachloride, chlorobenzene,

chloromethane, chloroform, 1,2-dichlorobenzene,

1,3-dichlorobenzene, 1,4-dichlorobenzene,

dichlorodifluoromethane, 1,2-dichloroethane,

1,2-dichloropropane, ethylbenzene,

4-ethyltoluene, methylenechloride, styrene,

vinyl chloride, o,m,p-xylene 등

나. 표준물질의 이용 및 주의사항

GC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크로마토그

램상에 나타난 피크의 면적 또는 높이 등과 주입량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농도를 나

타내게 되는 검량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물질의 이용은 액체상 물질을 GC에 주입하는 방법과 흡착제 튜브에 표준물

질을 주입한 후 실제 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탈착 등의 과정을 거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캐니스터를 이용하여 기체상의 물질을 직접 포집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기체상 표준물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C6 이상의 고분자 VOC의 경우에는



액상의 물질을 기화시켜 분석장치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액상의 표준물질도 사용될

수 있다. 액상의 표준물질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체상으로 주입되는 것과 비

교할 때 시료 손실의 가능성이 높다.

다. 저온농축

저온농축법은 분석 전에 시료를 농축하여 분석 감도를 높일 목적과 샘플 주입후

샘플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특히 고체 흡착제를 이용하여 시료를 농

축, 포집한 후 열탈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분석 칼럼으로의 주입 전에 저온 농

축단계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저온농축장치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시료의 주입단계와 분석 칼럼사이에 위치하

며, 트랩의 형태는 크게 나누어 모세관(capillary tube)형과 충진튜브(packed tube)형

으로 구분된다. 모세관형의 경우는 관의 길이와 필름의 두께가, 그리고 충진튜브형

의 경우에는 충진된 흡착제의 양과 종류 및 충진층의 길이에 따라 농축 정도가 다

르며, 이외에도 온도설정 및 농축 시간에 따라 분석시료의 심각한 파과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들 사항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저온농축법의 사용은 미국 EPA의 TO-3번과 캐니스터를 사용한 TO-14에서 이

용되고 있으나, 시료의 포집과정 중 수분의 처리문제로 인해 매우 큰 제약성을 지

니고 있다. 그 이유는 저온농축장치의 사용으로 GC 오븐 온도가 저온으로 유지되

는데, 이때 시료중에 수분이 있게 되면 수분이 응결하고 이것이 농축트랩이나 분석

컬럼을 막아 운반가스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5℃에서 상대습도

가 50%인 공기를 1L 포집했을 경우에 약 10 mg의 얼음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가스크로마토드래피(GC)

크로마토그래피는 컬럼의 고정상과 이동상의 상호 물리․화학적인 작용에 의해

복합성분의 물질이 각각의 단일 성분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이동상으

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GC라고 한다. 주입된 시료는 기화과정을 거친 후 운반기

체와 컬럼을 따라 이동하면서, 각 물질간에 분리가 일어나면서 검출기에 도달한다.

검출기는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고 레코드는 전기적 신호를 크로마토그램으로

기록한다. 검출기는 도달한 물질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검출기(FID, ECD, TCD, NPD 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고정상으로 사용되는 컬럼은 충진 유무에 따라 모세관 컬럼과 충진컬럼

으로 나뉘어진다.



(1) 검출기

검출기는 특정물질에 대한 감도에 따라 선택형과 비선택형으로 구분된다. 선택형

검출기로는 불꽃이온화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 ; FID), 전자포획검출기

(Electron capture detector ; ECD), 염광광도검출기(flame photometric detector ;

FPD), 질소․인 검출기(nitrogen-phosphorous detector ; NPD)등이 있고, 비선택형

검출기로는 열전도도 검출기(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 TCD)가 있으며, 정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 ; GC-MS)도 사용될 수 있다. 이

처럼 여러종류의 검출기 중에서 적절한 검출기 선정을 위해 우선 고려하여야 할 사

항은 분석대상 물질의 종류와 실험목적에 적합한 선택성 및 감도를 가장 먼저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장비의 이용가능성, 경제적인 비용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표

2에 검출기에 따른 분석대상물질을 나타내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various GC detectors

검출기 분석대상물질 운반가스 비 고

TCD
무기가스외 다수(CO2, CH4,

NH3, 아세톤, 메탄올, 벤젠
He, H2

검출감도 : 수 ppm(10-6)

검출감도가 비교적 좋지않아

무기가스 성분분석에 사용

FID

유기화합물(포화탄화수소,

불포화탄화수소, 방향족탄화

수소)

N2

검출감도 : 수 ppm(10-6)

비교적 검출감도가 좋은 편임

대기중의 탄화수소화합물에 많

이 사용. 무기가스는 분석안됨

ECD
할로겐화화합물, 니트로화합

물, 잔류농약, 유기수은
N2, He

검출감도 : 수 ppb(10-12)

검출감도가 매우 좋으며, 대기

중 극미량물질(CFC, 잔류농약)

분석에 이용

FPD
S화합물(머켑탄 및 각종

sulfide), N화합물
N2

검출감도 : 수 ppb(10-12)

검출감도가 뛰어나며, 대기중

머켑탄 등과 같은 악취물질의

분석에 이용

(2) 모세관 컬럼(column)

GC에 사용되는 분석컬럼은 일반적으로 모세관(capillary) 컬럼과 충진(packed)

컬럼의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충진컬럼은 내경이 보통 1.8mm ～ 5mm 정도의 크

기를 가지며, GC의 주입부로부터 주입된 시료가 잘 퍼지도록 충분한 면적을 제공하

기 위해 고체나 액체 충진물이 충진되어 있다. 고체 충진물은 단위부피당 표면적이



높아야 하며, 균일한 입자 크기를 가지고 가능한 한 구형이고, 균일한 크기의 기공

을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리고 충진컬럼은 모세관 컬럼보다 분리능이 떨어져

VOC를 포함한 환경시료 분석에 모세관 컬럼이 많이 사용된다.

모세관컬럼은 일반적으로 내경이 0.2mm ～ 0.75mm 범위이고 얇은 액상의 액이

컬럼의 내부 표면에 코팅되어져 있다. 모세관 컬럼중에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유

리 모세관에 에칭을 가한 것, 그리고 알루미늄 모세관 내부에 알루미나 층을 형성

시킨 것도 있다. 모세관 컬럼은 분석대상물질에 따라 고정상의 종류, 컬럼의 길이.

필름의 두께 등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고정상의 극성도는 시료를 분석하는데 있

어서 중요한 요소로 컬럼안에서 분리되어 분석되는 성분이 선택되는 컬럼의 특성을

나타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