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cro GC 

 

개요 

Micro-machining으로 미세하게 가공된 실리콘 TCD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와 Injector를 사용하는 Micro Gas Chromatograph (Micro GC)는 기존의 

GC와 비교하여 10분의 1정도로 샘플 분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확성과 미세

함에 있어서 기존의 GC와 상응하는 수준이며 빠른 분석 속도를 지닌다. 대부분 가

스를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범위는 1ppm에서 100%까지 이다. 작은 크기, 무

게, 적은 전력 요구량이 요구되므로 이동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1 

원리 

Fig. 1에서 왼쪽 Sample Collection / Concentration Section의 Inlet으로 

Sample이 주입되면 열교환이 없는 상태로 Diffusion이 일어나게 되고 화학적으로 

선택적인 흡착 필름을 통과하게 된다. 보통 Injector라 불리는 이 부분은 4개의 밸

브로 작동된다. 그 다음으로 박막 재료로 된 Channel인 Separation 부분을 지나게 

된다. 주로 이 Separation 부분의 Column은 실리콘이나 Glass Chip상에서 Micro-

machining에 의해 미세하게 가공된다. 다음으로 화학적으로 선택적인 물질에 의해 



Pattern이 형성된 영역에서 음파센서에 의해 감지되고 끝으로 밸브를 통해 Gas 

Flow가 Control 되면서 배출된다. 

Micro GC에 사용되는 Detector인 Micro TCD의 특징으로는 Thermal time 

constant가 0.5msec이 채 안되고, 적은 열용량과 열저항 값 때문에 짧은 

Response time과 높은 민감도를 갖는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또한 높은 효율의 

Separation을 위해서 좁게 패인 Column을 이용함으로써 GC 채널은 작아질 수 있

다. 

 

Fig. 2  

Fig. 2는 Micro GC에 사용되는 채널로서 좀 더 향상된 분석 속도를 갖도록 한 

개에서 네 개까지 평행한 채널로 구성할 수 있다. 

 

Fig. 3 

효율적인 샘플의 도입을 위해 Micro-machining된 실린콘 상에 좁고 구부러진 

Injector를 통해 일정하지 않은 부피로 샘플이 도입된다. 



 

Fig. 4 

Fig. 4는 Separation을 유지하기 위한 200nl 부피 정도의 Micro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Micro TCD) 이다. 

 

Fig. 5 

Fig. 5는 Detection level을 위한 새로운 표준인 Micro Differential Mobility 

Detector (Micro DMD) Set이다. 

 

 

장점 

- 즉각적인 혼합가스 시료의 분석이 요구될 때, Micro GC는 요구되는 시간 내에 원

하는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 Micro GC는 빠른 분석시간으로 효율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Compact하고 작

은 크기로 구성된 Micro GC는 Lab-quality gas 분석을 시료 도입부를 이용하여 

Lab이나 현장 등 정보가 필요한 어떠한 장소에서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각각

의 채널은 분리된 유량조절, 주입기, Column,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전원을 소모하므로 오랜 시간 동안 시료를 분석할 수 있다. 

- Micro GC는 비교적 경량이고 적은 부피로 운반에 용이하며 이동용으로 적합하다.

분석현장 상황에 따른 가스와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다. 전원을 켠 후 15분 이내

에 분석 가능하다. 

 

 

적용분야 

· 정제가스 (Refinery Gas) 

· 연료전지 (Fuel cell) 

· 산업가스 (Industrial Gases) 

· 천연가스 (Natural Gas)  

 

천연가스나 정제가스와 같은 복잡한 시료는 여러 개의 밸브를 이용한 두 개 

이상의 Column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Micro GC는 시간 프로그램이나 밸브 

작동 없이도 완벽한 분석을 실행한다. 독립된 GC채널을 갖는 Micro GC는 복잡한 

시료가스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각 GC채널은 다른 종류의 

Column이 장착되어 혼합시료의 특이성에 따라 동시에 검출기에서 검출되도록 되어 

있다. 단일 또는 이중 시료주입펌프와 휘발성 액체와 고압 가스를 위한 가스화 장

치를 추가하여 Micro GC의 다양한 시료분석이 가능케 되었다. 

 

 

 

 

 



정제가스 (Refinery Gas) 

 

4분 이내에 H2, N2, CO, CO2가 포함된 정제가스(Refinery gas)의 전체분석을 4채

널 GC로 분석한다. 채널A는 탄화수소계열을 분리를 보여준다. 

 

 

연료전지 (Fuel cell) 

 

2채널 Micro-GC에 의해 분석된 연료전지 : 빠른 분석시간 

 

 

 

 



산업가스 (Industrial Gases) 

 

정확성, 속도와 효율성, 특수가스 제조과정에서 혼합가스의 성분 함량을 정확하고 

빠르게 측정 할 수 있다.  

 

천연가스 

 

한번의 시료주입으로 4개 채널을 동시분석. 90초 안에 복잡한 천연가스(Natural 

Gas)분석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