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CHROMATOGRAPHY의 개념

: 복합성분의 시료가 column의 고정상 (stationary phase)과 이동상 (mobile phase)

과의 상호 물리화학적인 작용에 의하여 각각의 단일성분으로 분리되는 현상

- 이동상 (mobile phase)은 분석물의 분자와 반응하지 않으며 충진제를 통하여 이들 분자

들을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 고정상 (stationary phase)에 분석물이 물리적 흡착을 하기 때문에 머무르게 되어 있다.

B. CHROMATOGRAPHY의 분류

No.
GC LC

1. 시료의 휘발성
시료의 용해성 (solubility)

: solvent와 mobile phase 선정

2. 분자량 < 500

3. 열에 대한 분자의 안정성 고려 분자량의 상한성 없음

4.
분리 : 시료와 고정상과의 화학적

친화력 및 시료의 bp 차이

분리 : 시료와 고정상 및 이동상

과의 상호 화학적 친화력

5.

시료 회수할 경우

i) TCD를 사용

ii) Cooling system 필요
시료의 회수가 용이



C. GC 기기 장치

● Carrier Gas (운반기체)

- 조건 : 화학적으로 비활성, 순수, 건조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체 : H2, He, N2, Ar (운반기체의 선택은 사용하

는 detector의 종류에 따라 선택되어짐)

Detector Carrier Gas 내용

일

반

적

TCD

He

H2

N2

가장 일반적

감도는 높으나 사용상

주의를 요함

H2 분석시 사용

FID

N2

H2

가장 일반적, 감도 높음

대체로 사용가능

NPD He

N2

최적

최고 감도

ECD N2

Ar/CH4

최고 감도

최고의 동적 범위

FPD N2
정성을 할수

있는 기기를

응용 MSD

He

MSD의 mass range가

10-800 m/z 이기 때문에

반드시 He 사용해야함

IRD N2

● Injection port (시료주입구)

;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기화시켜 column으로 보내기위한 부분

1) Injection port Temp : 사용되어지는 oven temp + 20 oC

2) Injection type :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주입되어야 관의 효율이 좋아지게 된다.

---> 주입된 시료의 띠가 좁을수록, 분석결과 구해지는 chromatogram

중의 peak 폭이 좁아야만 인접 용출 물질과의 분리가 가능



● Column

; 혼합물이 단일성분으로 분리되어지는 곳

---> 분석에 필요한 column의 선택은 시료중 분석하고자 하는 성분의 화

학적 성질 (polarity)에 관계가 있음,

- 관의 효율은 충진제의 입자 직경이 작을수록 급격히 증가한다 (packed column)

- column의 온도 : 최적의 column 온도는 시료의 끓는점과 요구되는 분리의 정도에 따라

결정

이동상 고정상 분리 메카니즘

GSC 기체 다공성 담체 흡착과 탈착

GLC 기체 액상 분배

● Detector

● Detector의 종류

1)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

2)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3) Electron Capture Detector (ECD)

4) Nitrogen Phoshorous Detector (NPD)

5) Electrolytic Conductivy Detector (ELCD)

6) Flame Photometric Detector (FPD)

7) Photoionization Detector (PID)

8) Mass Selective Detector (MSD)

9) Infrared Detector (IRD)



● Detector들의 감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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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ity

fg pg ng ug mg

1ppt 1ppb 1ppm 0.1 % 100%

● Detector의 특성

1. 적당한 감도

2. 안정성과 재현성이 좋아야한다.

3. 실온에서 약 400 oC 까지의 온도영역을 지녀야한다

4. 유속과 무관하게 짧은 시간에 감응을 보여야한다.

5. 신뢰도가 높아야하고 사용하기 편해야 한다.

6 모든 용질에 대한 감응도가 비슷하거나 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용질에 대하여

선택적 감응을 보여야하며 예측이 쉬워야한다.

7. 시료를 파괴하여서는 안된다.



이름

● 여러 가지 Detector의 특징 비교

1)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

(1) 원리

운반기체와 칼럼 용출물 (운반기체 + 시료성분) 과의 열 전도도 차이를 측정

(분석물 분자로 인하여 생기는 기체 흐름의 열전도도 변화에 근거)

(2) 구조

- 단일 filament 구조

- Cell Volume : 3.5 ul

- 10 Hz의 속도로 flow switch 작동

(3) 감도

주로 사용되는 검출기중 가장 낮음

(4) 선택성

일반적 어떤 화합물이나 검출가능

2)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1) 원리

H2/Air에 의하여 형성되는 flame에서 시료가 태워지면서 전하를 띤 이온이

만들어짐. - 전하를 띤 이온의 농도에 비례하여 전류의 흐름에 변화가 생김

(2) 구조

- column에 따라 jet의 크기가 달라짐

: packed column --> 0.018 ID



: capillary column --> 0.011 ID

(3) 감도

대부분의 화합물에 대해 TCD의 약 103배 높은 감도를 나타냄

(4) 선택성

H2/Air flame에서 타서 전하를 띤 이온을 생성하는 화합물을 검출

(5) 운반기체

일반적으로 N2 사용. 감도 좋음

(6) Flow rate

FID의 감도는 H2와 carrier flow와의 비율에 관계가 있음

- column flow '+ make up flow --> 적어도 30ml/min

- H2 flow --> 30 ml/min (40-50)

- Air folw --> 400ml/min (일반적 수소 유량의 7-10배)

3) Electron Capture Detector (ECD)

ECD는 할로겐 (F, Cl, Br, I) 원소를 가진화합물에 sensitivity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pesticide 분석에 주로 이용되어진다.

(1) 원리

- 방사선 동위원소 (63Ni) -----> β입자 생성 (high energe electrons)

- β 입자 + Carrier gas -----> 낮은 에너지를 갖는 다량의 secondary

electrons 생성 ---> electrical current 생성

- CX + e- ------> CX- + energe

: CX ; 할로겐 원소를 가진 화합물

: e- ; secondary electron

: Cx- ; Negatively changed ion

---> 전자포착 화합물에 의하여 감소된 전자의 흐름이 측정되어짐

(2) ECD의 여러 가지 화합물에 대한 감응도 (Response)



화합물 Response

BENZENE

TOLUENE

ACETONE

2,3-BUTANEDIONE

n-BUTANOL

CHLOROBUTANE

BROMOBUTANE

1-BROMOBUTANE

1-IODOBUTANE

CHLOROFORM

CCl4

1

3

8

800,000

17

1,200

7,500

17

5,000

1,000,000

6,600,000

(3) ECD에 사용되는 운반기체와 Detector의 온도

- 일반적인 운반기체 : N2, 5 % CH4 in Ar

> N2 : 최고의 감도

> Ar/CH4 : 최고의 동적범위

- ECD temperature는 response에 영향을 미침

(4) ECD operation

- Packed column을 사용하는 경우

: Total flow가 적어도 20 ml/min가 되도록 함 (peak broadening을 막기

위하여)

- Capillary column을 사용하는 경우

: Make up gas의 유량 --> 30 - 60 ml/min (또한 shape한 peak를 얻

기 위해서는, make up gas 의 유량을 100 ml/min 까지 증가시키기도

함)

- Detector temperature

: 일반적인 detector Temp = 250 - 300 oC (화합물들은 detector 온도에

따른 response 차가 굉장히 심함)

- Signal range : 20 - 60

(5) ECD system이 오염되는 경우

- 원인



: Carrier gas trap or cyclinder의 오염 : column conditioning이 불충분한 경우

: detector의 오염 : column, inlet 부분의 오염과 septum bleed

- 현상

: detector의 dyrange range를 잃어버리고 out put signal에 noise가 심함

* ECD 사용할 시 유의사항

- 고순도용 (99.9995%)의 운반기체를 사용해야 함

만약 수분이나 산소 등의 오염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sensitivity나 linear range를 잃는 경우가 있다

- 반드시 분석하기전 column conditioning을 충분히 한 후 사용할 것

- Gas cylinder에서 GC main body로 연결하는 tubing 사이에

conditioning 된 moisture trap과 oxygen trap를 반드시 달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