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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환경부는 실란 등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목적으

수 있으며, 간단한 인터페이

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한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스로 전문 분석자 뿐만 아니

총 97종의 요약 정보를 담은 정보집을 발간하였다. 화학사고

라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발생 시 현장대응자가 초동 조치를 효과적으로 하여 2차 피

있다. Griffin G510 시스템

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2차 피해 대

은 긴급한 사고 지역에서 위

응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위험이 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빠

험이 될 수 있는 사고대비물질, 환경오염물질을 빠르게 분석

르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최적의 현장분석 장비이다.

이번 호에서는 현장분석 장비 연재 시리즈 두 번째 장비로 휴

G510 모델은 통합 split/splitless 주입구가 있어 매뉴얼 시린

대용 GC/MS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 헤드스페이스, SPME 그리고 PSI-Probe를 통한 샘플 주
입이 가능하다. 또한 기상 타입의 물질을 바로 샘플링할 수 있

Griffin 휴대용 GC/MS – G510

는 ‘가열 샘플 프로브(Heated Sample Probe)’가 있어 기상

FLIR Griffin G510 시스템은 FLIR사의 휴대용 GC/MS

타입의 시료를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Person-portable GC/MS)로 현장 또는 사고 지역에 더욱
접근하기 쉽도록 개발된 획기적인 장비이다. Griffin G510은

최신 휴대용 Griffin G510은 멀티컬러 9인치 터치스크린으로

뛰어난 휴대성과 견고함을 갖추어 어느 곳에서라도 분석할

개인보호장비(PPE) 착용 중에 작동할 수 있다. 또한 IP6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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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방진/방수 기능이 완비되어 열악한 현장에서 분석하기 적
합한 최적의 현장 분석 장비이다.

샘플링 도구
■ Split/splitless injector port
1 Syringe : 액상 시료를 추출

특징

하여 Griffin GC/MS에 매뉴얼
로 주입된다.

FLIR사 Griffin G510은 Quadrupole 방식의 최신 휴대용
GC/MS로 높은 재현성과 정확성으로 분석 가능한 장비이다.

2 SPME(Solid-phase micro-extraction) fiber : 특수 코

G510 제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팅된 섬유를 통해 샘플로부터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을 흡착시
켜 추출하여 주입한다.

■ 저열식 질량 기체 크로마토그래피(LTM-GC)
■ Linear Quadrupole 질량 분석기
■ 별도의 전처리 단계 없이 고상, 액상, 기상 시료 수용 가능

3 Manual Headspace Sampler : 시료 중 휘발성 유기화합

물을 물/토양 샘플을 가열시켜 Headspace 부분으로 모이게
한 후 일정 용량을 매뉴얼로 주입함으로써 분석한다.

■ 기상 전용 샘플러 ‘가열 샘플 프로브(Heated Sample Probe)’
- Probe를 이용하여 기상 타입의 물질을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

4 PSI-Probe : 극미량의 고상/액상 잔류물을 샘플링하여 바

- Hot zone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

로 GC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샘플링 도구이다.

■ 업계 최초 IP65 등급 방진/방수 기능 완비
■ 뛰어난 휴대성(16 kg)

■ 가열 샘플 프로브(Heated Sample probe)

- 내장형 배터리, 진공 시스템, 운반기체 포함

■ 간소화된 인터페이스로 데이터 해석의 간편화
- 시각/청각 정보 제공

■ 빠른 안정화 시간(15분 미만)
■ 간단한 유지관리로 다운 타임 최소화
G510만의 가열 샘플 프로브는 기상 타입의 물질을 GC/MS로
■ NIST 라이브러리 뿐만 아니라 자체 라이브러리인 Griffin Lib™을 제공
- 데이터 해석 시간 최소화

■ Dynamic Range : 7 decades

바로 주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샘플러이다. 프로브를 이용한
샘플링 방식은 총 2가지로 Survey Mode와 Confirm Mode
가 있다. Survey Mode는 스크리닝에 최적화된 분석법으로
신속한 물질 확인이 가능하며, Confirm Mode는 더욱 정밀
한 분석(정성/정량)을 위한 분석법이다. 프로브는 Griffin 소
프트웨어처럼 알람 기능을 제공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
성분이 검출되면 프로브 헤드에 경고 표시등이 켜진다. 또한
프로브와 G510 하드웨어로 연결되는
샘플링 라인이 가열됨으로써 샘플 손
실(예. 흡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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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rvey Mode

Griffin Software System(G510)
Griffin G510은 초보자부터 전문 분석자까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의 결과 보기를 제공한다. Griffin Software System(GSS)은 기존 GC 소프트웨어 같이 정밀 분석
이 가능한 Level 2와 간단한 라이브러리 매칭 결과를 보여주
는 Level 1이 있다. 특히 Level 1은 시각/청각 경보를 통해 빠
르게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다. 사용자는 목적 물질을 지정하
여 해당 물질이 일정 농도 이상 또는 검출되었을 때 알람이 울
리도록 설정할 수 있다<그림 1>.

Survey Mode는 GC를 거치지 않고 바로 MS로 샘플을 도입
시켜 보다 빠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G510 내부에 있는
펌프를 통해 샘플링된 시료는 Membrane-Inlet MS(MIMS)
를 거치면서 먼지 등 외부 인자가 걸러지고 기상의 시료들만
MS로 넘어가 분석된다. Survey Mode는 GC 컬럼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운반기체(헬륨 등)의 소모량이 극히 적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수초 내로 분석이 가능하므로 위험 물질에 대

<그림 1> GSS Level 1을 통해 Fentanyl과 Heroin 검출 확인-경보 표시

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GSS는 휴대용 GC/MS의 필요성과 운영개념에 맞게 긴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더욱 간편한 결과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발 빠른 대응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 Confirm Mode

Confirm Mode는 샘플을 GC로 바로 도입시키지 않고,
Sorbent preconcentration 튜브에서 시료를 농축시킨다. 농
축 튜브에는 Tenax TA/Carboxen 1017 충진물이 충진되어
있으며, 지정된 시간 동안 해당 튜브에 시료가 농축된다. 농축
후 시료는 운반 기체를 통해 탈착되어 GC 컬럼으로 도입된다.
이러한 Confirm Mode는 목적 성분의 정량 분석까지 가능하
여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에 적합하다.

휴대용 GC/MS, FLIR G510
동영상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