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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분석 솔루션은 잊으세요.

당신이 원하는
어느 곳에서라도 빠르게
이동형 GC/MS

현장 분석장비 연재 시리즈
1. 이동형 GC/MS
2. 휴대용 GC/MS
3. 휴대용 LIBS
4. 휴대용 XRF

최근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휴대용 또는 이동형

현장 분석 연재 시리즈 1, 2편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화합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나 화

물 분석이 가능한 FLIR사 Griffin GC/MS 장비에 대해 소개한

재 사고 등 긴박한 상황에서 시료를 실험실이나 분석실로 이

다. Griffin GC/MS는 화학물질 사고발생 ZERO를 위한 장비

동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바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

로 현장에서 샘플링부터 분석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속한 대응 및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되고 있다.
연재 시리즈 3, 4편에서는 현장에서 원소분석을 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는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산업현장에서 주

SciAps사 휴대용 LIBS와 XRF 장비에 대해 소개한다. LIBS

로 발생한다. 화학물질 사고는 공단 작업자나 주변에 거주하

와 XRF는 현장에서 별도의 시료전처리 없이 빠르게 원소분

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예방과 초기대응

석을 할 수 있는 장비로서 metal 합금 성분 분석, PMI(Positive

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 화학 시장의 유통량

Material Identification) 분석, 환경 중 위해 중금속 분석, RoHS

중 3.4%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지속적인 신규 화학물질의 양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장비이다.

산과 유통량 증가로 화학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의 전환, 현장 분석장비가 꼭 필요하다. 이번 현장

이에 이번 호부터 4회에 걸쳐 현장분석 장비 연재 시리즈를

분석장비 연재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현장 분석장비를 살펴

싣고자 한다.

보고자 한다.

www.youngin.com

Griffin 이동형 GC/MS - G400 시리즈

샘플링 도구

FLIR사 Griffin

FLIR Griffin G400 시리즈는 긴급한 현장 분석에 적합한 다

GC/MS는 GC와

양한 샘플링 도구를 지원한다. 기존 GC와 동일한 통합 split/

MS가 하나로 구

splitless injector port와 추가적인 Universal Sampling Port

성된 통합 모델

모듈이 있다.

로 현장 분석에
최적화된 장비이
다. Grffin 이동

■ Universal Sampling Port (USP) – G460
1 Griffin X-sorber

형 GC/MS(Mo-

Griffin X-sorber는 휴대용 기상 샘플러다. 샘플링은

bile GC/MS) G400 시리즈는 차량 탑재가 가능한 모델로 차

사용자가 원하는 현장에서 간단하게 앞쪽의 버튼을

량 이동 중에도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샘플링 도구를

눌러 시작되고, X-sorber를 사용자가 직접 휴대하여

이용해 현장에서 시료 전처리 뿐만 아니라 분석까지 가능하

포집하거나 분석 장소에 X-sorber를 놓고 샘플링 후

기 때문에 샘플의 온전한 상태를 보전하고, 불필요한 운송을

회수하면 된다. X-sorber는 USP와 플러그 앤 플레

제거하여 현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화합물을 분석할 수 있다.

이(Plug and Play) 연결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다. X-sorber의 이중 튜브 시스템은 샘플링 안정성을 확보하며, 하

특징

나의 튜브를 저장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Sorbent tube ID, 시

FLIR Griffin G400 시리즈는 다양한 샘플링 방식을 수용함

간/날짜/GPS 좌표 등의 분석 환경 및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다.

으로써 고상, 액상, 기상 시료까지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응답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가능하다. 간소화된

2 Griffin Purge and Trap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물론 알람, 경보 기능을 제공해 데이터

Griffin Purge and Trap은 신속하게 물 샘플을 분석

해석을 간편화시켰다. 또한, Griffin GC/MS는 NIST, AMDIS

할 수 있는 장치로 물 속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추출

™

MS 라이브러리 뿐만 아니라 자체 라이브러리인 GriffinLib

하여 화학 물질을 확인한다. USP와의 간단한 플러

을 제공한다. GriffinLib 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500개 이상

그 앤 플레이 연결을 통해 몇 분 안에 액세서리를 부

™

의 화합물 정보를 포함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해석 시간을 제
거해 주는 포괄적인 라이브러리이다.

착하여 작동할 수 있다. 스파저를 통해 시료를 채취
하여 Purge and Trap에 부착한 뒤 Griffin System Software에서 작
동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분석이 시작되어 매우 간편하다. 이때 전력

■ 저열식 질량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LTM-GC)

및 운반 기체는 G460 모델을 통해 공급된다.

■ 고상/액상/기상 시료를 GC로 바로 주입 가능
■ 미국 군사 표준 규격 MIL-STD-810G 획득
- 열악한 환경 및 차량 이동 중 분석 가능
■ 빠른 안정화 시간 (30분 미만)
■ 다양한 샘플링 도구로 전처리 단계가 거의 불필요
■ 매우 저렴한 샘플당 비용
■ 간단한 유지관리로 다운 타임 최소화
■ 정확한 GriffinLib ™ 화학 라이브러리
■ Dynamic Range : 7 decades
■M
 S/MS 식별을 통한 정확한 화학 물질 분석

3 Griffin Air Sampling Adaptor
USP와 플러그 앤 플레이 연결을 제공하는 어댑터로 반
대편 끝 쪽에는 원하는 분석 영역까지 확장 가능한 샘
플링 라인이 있다. 이 라인을 통해 직접 공기 샘플이 이
중 흡착 튜브가 있는 G460 모델로 들어간다. 하나의
튜브가 샘플링 되는 동안 다른 튜브를 통해 분석되어
24/7(시간/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한, 선택된 화학 물질의 존재를
경고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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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lit/splitless injector port – G410, G460

(5-2) PSI-Probe with Gerstel사 Twister : 액상, 고상 샘플 vial에
Twister stirbar를 넣어 일정 시간 교반시켜 샘플 중 유기 화합

1 Syringe
정밀한 정량 분석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서 전처리 및 주입 기
술로 사용된다. 액상 시료를 추출하여 Griffin GC/MS에 매

물을 추출한 후 Twister stirbar를 PSI-Probe에 삽입하여 GC/
MS에 주입한다.

뉴얼로 주입된다.

Griffin System Software(GSS)
2 SPME(Solid-phase microextraction) Fiber
SPME는 특수 코딩된 섬유를 통해 샘플로부터 휘발성 유기화
학 물질을 흡착시켜 추출하는 샘플링 기술이다. 헤드스페이
스 기상 및 액상 시료에 담가 시료 추출이 가능하다.

3 Autosampler
오토샘플러는 Syringe 주입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
서 액상 시료의 자동 주입을 통해 자동화 및 정밀도

<그림 1> GSS 소프트웨어 Level 1

를 제공한다. 오토샘플러는 표준 주입 포트와 완벽
히 통합되어 원하는 바이알의 시료를 정확한 샘플 양으로 추출하여
GC/MS에 주입한다.

4 Manual Headspace Sampler
Headspace는 물 또는 토양 샘플을 Griffin GC/MS
에 주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샘플러가 바이알
을 가열하면 시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빠져나와

<그림 2> GSS 소프트웨어 Level 2

Headspace 부분으로 모이게 되어, 일정 용량을 매뉴
얼로 주입함으로써 분석한다.

Griffin System Software (GSS)는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선
택하여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어 초보자도 쉽고, 간편하게

5 PSI-Probe

사용할 수 있다.

FLIR사는 복잡한 현장 샘플링 문제 속에서 PSI-Probe를

<그림 1>은 단순한 화면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GSS Level

통해 혁신적인 샘플링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PSI-Probe

1 인터페이스로 Detection, Monitor, Detailed 총 3가지 탭

분석 플랫폼의 강점은 극미량의 잔류물을 샘플링할 수 있

형식의 결과 파일을 제공한다. Detection 모드에서는 사용자

으며, 고상 및 액상 시료를 바로 GC/MS로 주입할 수 있

가 지정한 일정 농도 이상의 목적 성분이 검출되면 경보가 울

다는 것이다.

리게 된다. Monitor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목적 성분

(5-1)P
 SI-Probe with TAG (Touch And Go) : TAG로 고상 및 액상 시

들의 농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Detailed 모드에서는

료를 간단히 묻혀 샘플링한 후, TAG를 microvial에 넣어 부러뜨

크로마토그램과 질량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린 뒤 PSI-Probe에 삽입하여 GC/MS에 주입한다.

더욱 정밀하게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한
GSS Level 2 인터페이스이다.
이동형 GC/MS, FLIR G460
동영상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