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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as chromatography – mass spectrometry(GC/MS) combined with Multi-purpose sampler(MPS)

has been planned simultaneously anylsis of injurious organic substance in drinking water. Target

compounds in this study were four Chlorophenols (Chlorophenol, 2,4-Dichlorophenol, 2,4,6-Trichlorophenol,

Phentachlorophenol)., DEHP & DEHA(bis-Ethylhexylphthalate, bis-Ethylhexyladiphate) , seven organic

phosphosrous pesticides(Methyldemeton, Diazinon, Fenitrothion, Parathion, Phentoate, EPN, Alachlor)

and Benzo(a)pyrene. Fourteen materials were extracted by liquid-liquid extraction method

using automated preprocessing equipment and analyzed by selected ion monitoring(SIM) mode

in GC/MS. The pretreatment conditions of the liquid-liquid extraction method were optimized

for simultaneously multicomponent anaylsis. In order to set extraction condition of MPS installed

in GC/MS, the vortexing, the extraction solvent, the pH, the concetration effect according to the

solvent, and thw injection volume were controlled. The recovery and repeatability of all the

components were excellent when 15 mL of the sample whthout addition of acid was vortexed at 200

rpm for 100 sec with 1 mL of n-Hexane , waiting 300 sec and 2 uL injection. The proposed

simultaneously analysis method can maximize the efficiency of analysis by convenience of analysis

procedure and reduction of reagent used. In the future, we will continue the research process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of the anaytical method by verifying the suitability of the multi-component

simultaneous analys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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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다목적 시료주입장치가 조합되어있는 가스크로마그래피 질량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먹는물 중의 유

해유기물질 다성분 동시분석법을 시도하였다. 연구대상물질은 염화페놀류 4종( Chlorophenol,

2,4-Dichlorophenol, 2,4,6-Trichlorophenol, Phentachlorophenol ), DEHP & DEHA ( bis-Ethylhexylphthalate,

bis-Ethylhexyladiphate ) , 유기인계 농약류 7종 ( Methyldemeton, Diazinon, Fenitrothion, Parathion,

Phentoate, EPN, Alachlor )과 Benzo(a)pyrene이다. 14종의 물질들을 자동화 전처리장비(MPS)을 사용

하여 액체-액체 추출법으로 추출한 다음 가스크로마그래피 질량분석기에서 선택이온분석법(SIM)으로

분석하였다. 다성분 동시분석법을 위해서 액체-액체 추출법의 전처리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GC

에 장착되어 있는 자동화전처리 장비의 추출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Vortexing, 추출용매, pH,

시료양에 따른 농축효과, 시료주입량을 조절하여 보았다. 산을 첨가하지 않은 시료 15 mL 에

n-Hexane 1mL 로 200 rpm 에서 100 sec vortexing, 300 sec waiting 한후 2 uL injection 하

였을 때 모든 성분의 회수율과 재현성이 우수하였다. 제안된 동시분석방법은 분석 절차의 편리

성, 사용시약의 절감 등으로 분석의 효율을 극대화시킬수 있다. 추후에는 다성분 동시분석법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분석방법의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이다.

주제어: 유해유기물질, 다목적시료전처리장비, GC/MS, SIM, 전처리조건.

1. 서 론

급속한 산업발전과 인간의 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에 기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빠른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많은 환경 분야 중 물은 모든 생명체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 되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오염된 물을 마실 경우 정상적인 생리작용

이 저해될 뿐 아니라 신체적 장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떠한 유해물질은 아주 적은양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섭취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물에 

대한 수질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먹는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많은 유해물질를 규제하기 위하여 먹는물 감시항목도 지속적으로 추가

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먹는물 관리의 효율을 확대하고 있다.

추가되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을 보면 플라스틱 및 의약품합성 등 산업공정과정1),2),3), 상수원

수의 염소처리과정4) 중에 발생되는 페놀류와 농산물 증대를 위해 사용한 살충제, 제초제로부터 

유래되는 내분기계 장애물질, 유기인계 농약류5),6) 등 발암성 물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기

나 수질을 통하여 사람이나 동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그 작용이 호르몬과 유사하다고 하여 환

경호르몬이라 불러지고 있는 내분비계 교란물질(Endocrine disrupters)은 적은 양일지라도 내분

기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란시킨다. 또한 많은 농약류들은 독성과 잔류성을 갖고 



GC/MS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연구(Ⅰ)

- 59 -

있어 미량수준에서도 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항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환경시료에서 환경호르몬이나 잔류농약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짐에 따

라  먹는물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Chromatographic method를 이용한 환경호르몬 및 유기인계 농약류들의 

분석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물질들은 생물학적 활성이 커서 극소량으로도 인체

에 큰 영향을 미치기기도 하고, 또한 이들의 검출 및 분석이 쉽지 않은 편이어서 미량농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Gas Chromatography(GC)시스템을 이용한 기기분석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

고 있다. 매트릭스가 복잡하거나 목적 성분이 극미량 존재하는 수질시료는 GC 분석을 위해서 

적절한 추출 및 농축과정의 전처리가 필수적이다.7),8),9) 따라서 극미량 유해물질 분석의 정확,

정밀도 및 검출한계는 시료 전처리 기술과 분석 기기에 따라 달라진다.

전처리 방법은 분석 대상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추출 대상 시료(Matrix)에 따라 여러 가지 방

법이 존재하는데 실험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추출법과 그에 따른 적합한 정도관리를 수행하

여야 한다. 수질 시료의 전처리법은 각 성분의 성질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추출과 농축을 위한 전처리방법으로는 액액추출방법(Liquid-Liquid Extraction, LLE)10),11)과 고

상추출방법(Solid Phase Extraction, SPE)12)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액액추출방법(LLE)은 

물질의 성질에 따라 pH 를 조절해 주면서 추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추출 용매를 사용하여 추

출대상에 가장 적합한 추출법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에 물과 섞이는 용매는 추출법에 사용할 

수 없고, 추출 용매의 사용량과 전처리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고상추출방법

(SPE)은 추출 용매의 선택 폭이 넓고 소비량이 적어 추출 조작과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비교적 비싼 cartridge를 사용하므로 전처리 비용 증가와 기술을 요하는 단점이 있다. 내분기

계 교란물질, 잔류 농약류 분석에는 대개의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액액추출법(LLE)10)이 양호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추출, 정제, 농축과정을 거치는 전처리방법은 많은 시간과 용매를 필요로 하고 시료의  손실

이 많으며 분석 대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 복잡한 전처리 과정으로 인한 재현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장시간 분석자가 용매에 노출되는 건강상의 문제점도 크게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미량의 유해물질을 동시 분석하기 위한 기기분석방법13),14),15),16)의 개선을 위

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on-line자동분석이 가능한 다양한 미량추출기술(Microextraction

techniques)17),18),19)이 많이 소개됨에 따라  다목적시료주입장치 (Multi purpose sampler, MPS)

를 도입한 GC, GC/MS를 이용하여 분석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소개되고 있

다. 자동화 전처리가 가능한 다목적시료주입장치(MPS)는 용매사용량을 줄이고 추출농축 과정

이 간편하며 전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중 액액추출법(LLE)을 

축소화한 분석방법은 시료량, 추출시간 및 용매의 소모가 매우 적고 시료전처리부터 injector에 

시료를 주입하는 단계까지 일원화로 진행되어 분석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먹는물 중 미량 유해물질의 GC나 GC/MS분석법은 추출 농축등 전처리과정을 수반하는 항

목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시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각 물질별 상이한 전처리에 따른   

시약 및 시간적 소모가 매우 많아 신속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켜보고자 다목적시료주입장치 (MPS) 와 

GC/MS를 조합하여  on-line 동시분석이 가능한  분석조건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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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매로 추출가능한 Methyldemeton, Diazinon, Fenitrothion, Parathion, Phentoate, EPN ,

Alachlor, Benzo(a)pyrene, 2-Chlorophenol, 2,4-Dichlorophenol, 2,4,6-Trichlorophenol,

Pentachlorophenol, bis-Ethylhexylphthalate(DEHP), bis-Ethylhexyladiphate(DEHA) 등 14종 유

해물질에 대해 수질분석시 신속하게 동시분석할수 있도록 자동화 전처리를 활용한  GC/MS

동시분석법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인 고찰

2.1. 분석 물질의 특성

본 연구에서 target compound인 14가지 유해물질 성분들은 주로 소독제, 살균제, 가소제 등

으로 사용 되며 정수처리 과정시 염소화 부산물이나 화학물질 제조시 부산물, 농경지 토양이나 

침출수에서 배출되어지는 농약류다. 이 물질들의 특성을 성분별로  Table 1에 요약하였다.

Table 1. Properties of injurious organic substance

Item Molecular weight Density Usage Source

2-Chlorophenol 128.56 (C6H5ClO) 1.26 disinfectant,
herbicide

preparation of
chlorinated phenol

2,4-Dichlorophenol 163.00 (C6H4Cl2O) 1.38 insecticide,
preservative

chlorinated
by-products in water

disinfection

2,4,6-Trichlorophenol 197.45 (C6H3Cl3O) 1.49
herbicide,
degoliant,

preservative

pulp bleaching,
chlorination at

chlorine disinfection

Pentachlorophenol 266.34 (C6HCl5O) 1.98
fermentation

within a
substance

manufacture of PCP,
fungus metabolism

by-products

Alachlor 269.77
(C14H20ClNO2)

1.12
herbicide of corn,

bean, patato
cultivation

farmland, soil leachate

DEHA 370.57 (C22H42O4) 0.92
plasticizer of

vinyl,
synthetic rubber

waste incinerator,
PVC processing

DEHP 390.56 (C24H38O4) 0.99 plasticizer,
pesticide

nature creation,
plasticizer

Benzo(a)pyrene 252.32 (C20H12) 1.35
by products of
PVC, pigments,

pesticides

tobacco smoke, cas
gas incomplete

combustion byproduct

Fenitrothion 277.24
(C9H12NO5PS) 1.32 insecticide, mite

repellent

chemical
manufacturing,

farmland, soil leachate

Diazinon 304.35
(C12H21N2O3PS) 1.59 insecticide,

pesticide

Parathion 291.27
(C10H14NO5PS) 1.26 pesticide

Methyl demeton 230.28 (C6H15O3PS2) 1.20 pesticide

Phentoate 320.36
(C12H17O4PS2)

1.23 pesticide

EPN 323.30
(C14H14NO4PS) 1.30 mite rep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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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성분별 분석방법

먹는물 및 감시항목에서  제안하고 있는  분석 물질들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사용되는 분

석기기들은  Gas Chromatography(G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가 

주로 소개되어 있다. 검출기로는 GC에는 ECD(Electron Capture Detector), NPD(Nitrogen

Phosphorous Detector), MSD(Mass Selective Detector)등이 사용되며 HPLC 는 FLD(Fluorescence

Detector) 등 이 사용되고 있다. 먹는물 공정시험 기준에서 제안되고 있는 각 성분별  적합한 

기기분석방법, 추출조건 및 정량범위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기준을 두고자 Table 2,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2. Instrumental analysis method of injurious organic substance

Item GC/ECD GC/NPD GC/MS HPLC
Chlorophenol ○ - ○ -

2,4-Dichlorophenol ○ - ○ -
2,4,6-Trichlorophenol ○ - ○ -

Pentachlorophenol ○ - ○ -
Alachlor ○ - ○ -
DEHA - - ○ -
DEHP - - ○ -

Benzo(a)pyrene - - ○ ○
Fenitrothion - ○ ○ -

Diazinon - ○ ○ -
Parathion - ○ ○ -

Methyl demeton - ○ - -
Phentoate - ○ - -

EPN - ○ - -

Table 3. Extraction condition & Concentration range

Item pH condition solvent Concentration
rage (mg/L)

Limit of
Determination

(mg/L)
Chlorophenol

4.5 or 2.0
by KH2PO4

Dichloro
methane

(MC)
0.02 ~ 0.5 0.001

2,4-Dichlorophenol
2,4,6-Trichlorophenol

Pentachlorophenol

Alachlor 4.5 by
KH2PO4

MC 0.1 ~ 4.0 0.0005

DEHA
- n-Hexane 0.001 ~ 0.4 0.001

DEHP

Benzo(a)pyrene 4.5 by
KH2PO4

MC 0.002 ~ 0.05 0.00001

Fenitrothion -

n-Hexane ,
n-H:MC
(85:15)

0.05 ~ 1.0 0.0005

Diazinon

3 ~ 4 by HCl
Parathion

Methyl demeton
Phentoate

EPN

※ MC : Dichloromethane, n-H : n-He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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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분별 전처리방법  

먹는물수질공정시험에서 제안하는 각 성분별 기기분석을 위한 전처리방법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pH도 조절해가면서 적절한 추출 용매를 사용하는 액액추출방법(LLE)을 주로 사용한다.

LLE방법은 각 성분별 서로 다른 용매와 시약을 필요로 하며 시료채취(Sampling), 추출(Extraction),

정제(Cleanup)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료 손실이 많

기떄문에 분석절차의 편리성이 제공되는 분석법들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시험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분들의 LLE방법 분석절차를 도표로 살펴보면 Fig. 1과 같다.

Sample 100 mL ~ 500 mL

↓NaCl 10 g

Adjust pH

↓

Solvent(Methylene Chloride or n-Hexane)×2

↓Shaking for 5 ~ 10 min ×2

↓Layer separation

Solvent layer

↓Na2SO4 2 g

Centrifuge(250 rpm, 5 min)

↓

Concentration up to 1 mL

↓

GC/MS(1 ~ 2 uL inj.)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determination of injurious organic substance

3. 실험 

3.1. 시약 및 기구

연구대상 물질인 먹는물 유기인계 농약류  Methyl demeton, Diazinon, Fenitrothion, Parathion,

Phentoate, EPN , 감시항목 중 Alachlor 및 Benzo(a)pyrene과  페놀류 4종 2-Chlorophenol,

2,4-Dichlorophenol, 2,4,6-Trichlorophenol, Pentachlorophenol, 플라스틱 가소제 성분인 

bis-Ethylhexylphthalate(DEHP), bis-Ethylhexyladiphate(DEHA) 의 표준품은 모두 Accustandard

(1mg/mL, 0.1mg/mL in Methanol)를 사용하였다. 용매로는  Wako 사의 잔류농약·PCB 실험

용인 n-Hexane, Methylene chloride을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NaCl은  잔류농약·PCB 실

험용 , 황산 등 산종류는  Wako사의 유해중금속용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유리제품은 

200 ℃에서 2시간 이상 가열하여 오염이 없는 곳에서 방냉한 후 사용하였다. 표준용액을 만들

기 위하여 사용된 물은 Water purification system(Millipore Milli-Q, USA)을 통과한 탈이온화

한 증류수 (18.2 ㏁이상)를 매 24시간 마다 교환하며 사용하였다.



GC/MS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연구(Ⅰ)

- 63 -

3.2. 표준용액의 조제

시판되고 있는 14종의 표준물질을 각 각 100 mg/L 용액이 되도록 메탄올에 녹여 조제한 후에 

3 ℃의 냉장실에 보관하였다. 분석하기 직전에  실험목적에 따라 혼합 성분을 달리하며 10 mg/L

혼합 표준 용액을 메탄올로  희석하여 Tefron cap 갈색 Vial(20 mL)에 넣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탈이온화한 증류수에 성분별 혼합 표준 용액을 일정량 가하여 목적하는 농도를 만들었다.

3.3. 기기분석  

기기분석은 Thermo Scientific 사의 Triplus RSH(다목적전처리장비)와  Trace 1310(GC), TSQ

8000EVO(MSD)이 조합된 GC/MS를 이용하였다. 분석컬럼은 Thermo Scientifi사의 TG-5MS로 길이

는 30 m, 내경은 0.25 ㎜, 두께 0.25 ㎛이고  5% Phenyl Methylpolysiloxane로 구성되어 있어 비

극성이고 가열에 안정하다. 사용전 미리 300 ℃에서 12시간이상 가동하여 컬럼으로부터의 손

실이 없도록 하였다. 이동상 기체는 헬륨기체(99.999%)를 사용하였으며 유량은 0.8 mL/min이

었다. 컬럼의 초기온도는 40 ℃이었으며 이 온도에서 4분간 머무른 후 15 ℃/min로 300 ℃

까지 승온시킨 후 최종온도에서 10분간 머무르게 했다.

질량분석기에서 이온화방법은 전자이온화법(EI)를 사용하었으면 전자에너지는 70 eV이었으

며 질량검출기는 사중극자형(Quadrupole)이었다. 이온원(Ion source)의 온도는 280 ℃이었으

며 검출을 위해 SIM(Selected Ion Monitoring)mode를 이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GC와 

MSD 운영조건은 Table 4에 정리하였다.

Table 4. GC/MS operating parameter for analysis

Condition
Column TG-5MS, 30 m × 0.25 mm × 0.25 um

Carrier gas He(99.9999%) at 0.8 mL/min
GC Injection port temp. 250 ℃

Injection mode Splitless

Oven Temp. programing
Initial Rate Final

40 ℃ 4 min 15 ℃/min 300 ℃
10 min

Transfer temp. 280 ℃
Ionization mode EI(Electron Impact Ionization)

Ionization energy 70 eV
MS Ionsouce temp. 280 ℃

Analyzer Quadrupole
Degree of vacuum 10-5 ~ 10-7 Torr

Detection mode Selected Ion monitoring(SIM)
Mass range 50 ~ 500 m/z

다목적시료주입장치 (Multi purpose sampler, MPS)인 Thermo Scientific사의 Triplus RSH

를 이용하여 혼합되어 있는 성분들을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다성분 추출시 필요

한 여러 요건들을 비교·검토하여 최대값을 나타내는 최적의 추출조건을 선정하였다. 공정시험기준

의 LLE 전처리 방법을 도입하여 Table 3에서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추출시간, 추출용매, p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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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추출용매량 및 시료주입량을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분석감응도를 회수율로 확인하고 최적의 

전처리조건을 정립하였다.

표준용액 일정량과  NaCl를 정확하게 2 g을 분취하여 20 mL추출용기에 담아 RSH에 장착하면  

모든과정이 on-line으로  일정한 양의 용매가 주입되고 설정해놓은 조건으로 추출된 후에   GC/MS

에  주입하여 질량스펙트럼 (Mass spectrum)을 구하였다. Mass spectrum을 통하여 물질별로 이온

화와 Fragmentation에 따른 특성을 규명하고, Fragmentation ion에 의해 물질들을 확인한 후  정

량에 필요한 일정범위 농도들의 재현성을 평가하여 보았다.

4. 결과 

4.1. MPS(RSH)의 전처리조건 

4.1.1. 추출 조건

추출조건의 최적화를 위한 실험을 수행하기위해서 NaCl 2 g과 표준용액 0.02 mg/L를 15

mL 정확하게 취하여 RSH에 장착한 후 1 mL의  n-Hexane으로 추출후  1 uL주입하는 조건을 

설정하고서 자동화 시료주입장치인 RSH의 추출조건을 3단계로 변경하면서 효율을 극대화 하

였다. Vortexing Time, Speed, Equilibrating을 기본값부터 최대값까지 증가함에 따라 각 성

분별 추출율도 증가하였다. 초기 1단계 조건에서  14가지 물질의  회수율은 좋지 않으나 일부

를 제외하고는 재현성이 좋은 유형을 보여서 추출시간과 층분리 후 평형유지시간을 연장하여

보니 회수율과 재현성이 같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장비운영시 최대값으로 적

용하여 전처리한 결과로 향상된 회수율과 재현성을 가진 추출조건을 선정하였다. 3단계별로 

전처리 장비를  운영한 조건별 추출효율은 Table 5과 같다.

Table 5. Effects of extraction condition on injurious organic substance

vortex
mixing

mixing
speed(rpm)

1 level 2 level 3 level
1500 1500 2000

mixing time(sec) 30 60 100
equilibrating waiting time(sec) 180 300 300

Item recovery% %RSD recovery% %RSD recovery% %RSD
Chlorophenol 49 5.9 52 3.6 65 3.2

2,4-Dichlorophenol 48 11.3 61 1.7 70 1.1
2,4,6-Trichlorophenol 54 16.9 75 1.9 75 1.2

Methyl demeton 20 18.9 25 4.5 50 3.2
Pentachlorophenol 24 49.3 32 10.8 70 8.5

Diazinon 61 18.7 83 5.9 90 3.6
Alachlor 56 11.5 75 1.5 80 1.3

Fenitrothion 61 19.5 81 2.4 89 2.0
Parathion 62 21.5 85 6.0 95 3.6
Phentoate 57 24.4 75 4.1 89 3.1

DEHA 16 14.2 18 13.2 89 8.6
EPN 44 23.5 65 3.2 87 2.6

DEHP 34 11.9 50 9.9 83 6.9
Benzo(a)pyrene 20 27.0 42 15.4 8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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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용매조건

추출용매는 물질별 특성에 따라 공정시험기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용매 중 비중이 낮아 상층

으로 분리가 가능하여 자동화 전처리에 적합한  n-Hexane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농도 0.02

mg/L인 시료 15 mL를  n-Hexane과 Methylene chloride를 혼합한 용매(85:15) 각 각 1 mL에 

추출한 후  1 uL로  GC/MS에 주입하도록 설정후 분석하여 그 효율을 비교하였다. Methyl

demeton만  n-Hexane과 Methylene chloride를 혼합용매(85:15)에서  더 좋은 감응도를 보이고 

있고 DEHP, DEHA 등 가소제 성분은 n-Hexane에서 감응도가 훨씬 좋았다. 나머지 다른 성

분들은 두 용매 모두 회수율이 적적할 범위를 보임에 따라 자동화 전처리 장비에 14종의 유기

물질을 동시분석하기위해 사용하는 용매는 많은 성분에서 감응도가 좋은  n-Hexane으로 진행

하였다. Table 6에 용매종류에 따른 회수율 결과를 정리하였다.

Table 6. Effects of solvent, concentration, pH on injurious organic substance

Recovery(%)
solvent concentration pH

n-Hexane H:MC(85:15) 15 → 1 10 → 1
‹ 2 by
H2SO4

Chlorophenol 65 64 65 55 53
2,4-Dichlorophenol 70 71 70 70 62

2,4,6-Trichlorophenol 75 73 75 60 77
Methyl demeton 50 74 50 28 19

Pentachlorophenol 70 65 70 34 30
Diazinon 90 85 90 72 35
Alachlor 80 76 80 66 78

Fenitrothion 89 81 89 71 78
Parathion 95 88 95 74 81
Phentoate 89 80 89 71 85

DEHA 89 70 89 75 62
EPN 87 79 87 68 8

DEHP 83 69 83 70 77
Benzo(a)pyrene 80 76 80 80 73

4.1.3. 농축과 pH 효과

용기가 20 mL에서 추출을 진행는 자동화 전처리에 과정에서 장비 사용시 무리가 가지 않게 

시료량의 적절성을 고려해 보았다. 또한 시료의 농축효과를 조사하기위해 자동화전처리시 

n-Hexane 1 mL로 농도가 0.02 mg/L인 시료을 10 mL와 15 mL로 진행하여 비교해본 결과 15

mL시료에 용매 1 mL로 추출하여 농축되는 경우가 모든 물질에서 그 효율이 20% 정도 더 높

았다.

각 물질별로 먹는물수질공정시험 기준에서 제시된  pH조건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부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강산성을 지닌 Sulfuric acid을 첨가하여 비교해 보았다. 0.02 mg/L 시료 

15 mL 를 n-Hexane 1 mL로 추출하면서 Sulfuric acid(0.1%)를 사용하여 pH 를 2로 조절한 후 

추출한 경우 모든 물질의 회수율을 보면  산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10%에서 많게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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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는 물질들도 있었서 pH에 대한 감응도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시료량에 의한 농축효과와 pH조건에 따른 감응도 비교를 위하여 각 각 회수율을  3회 이상 

측정한 평균값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4.1.4. injection volume 효과

시료 15 mL를 n-Hexane 1 mL로 vortex 조건을 최대화 하여 진행한 경우 Methyl demeton

과 Pentachlorophenol의 회수율은  Table 6에서 보면 각 각 50%와 70%로  정량분석의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경향을 보임에 따라 시료 주입량을 조절하여 각 농도별 회수율을 비교하여 보

았다. 표준용액 0.02 mg/L로 전처리후 자동 주입되는 Injection volume을 변경하여 3회 이상 

측정한 결과는 2 uL로 실험한 경우 분석 신뢰도가 향상 되어 모든 물질에서 회수율 70 ~ 101% 로 

적정한 결과를 보였다. 2 uL 이상 시료를 주입하는 경우는 Peak shape가 좋지않아 진행하지 

않았다. 3회이상 측정하여 측정한 상대표준편차와 회수율은 Table 7에 비교하였다.

Table 7. Effects of injection volume on injurious organic substance

Item
1uL 2uL

recovery(%) %RSD recovery(%) %RSD
Chlorophenol 65 6.7 78 2.8

2,4-Dichlorophenol 70 8.8 98 4.2
2,4,6-Trichlorophenol 75 12.4 88 4.3

Methyl demeton 50 7.5 70 5.0
Pentachlorophenol 70 24.9 80 9.6

Diazinon 90 4.5 95 6.5
Alachlor 80 8.6 90 2.7

Fenitrothion 89 1.5 96 5.6
Parathion 95 6.9 98 9.8
Phentoate 89 6.4 96 5.1

DEHA 89 10.2 97 7.7
EPN 87 5.2 96 5.6

DEHP 83 7.9 96 5.6
Benzo(a)pyrene 80 8.4 101 5.9

4.2. 크로마토그램과 질량스펙트럼

산을 첨가하지 않은 시료 15 mL를 NaCl 2 g이 들어있는 20 mL용기에 분취한 후  n-Hexane

1 mL로  2000 rpm에서 100 sec vortexing 후 300 sec waiting으로 설정된 조건에서 추출한 후 

자동으로 2 uL injection하였다. GC 에서 초기온도 40 ℃에서 4분간 머무른 후 15 ℃/min로 

300℃까지 승온시킨 후 최종온도에서 10분간 머무르게 하여 분리한 후 14종의 유기물질을 질

량스펙트럼 (Mass spectrum)을 통하여 정성 및 정량하였다. 크로마토그램에서 꼬리끌림(tailling)

없이 잘 분리되어 정성분석에 어려움은 없었으며, 30분 이내에 모든 물질이 용리되었다.

Fig. 2은 각 0.02 mg/L농도의  14종 Target compound 표준용액을 GC/MS에서 SIM으로 분

석한 Total Ion Chromatogram(TIC)이다. TIC에서 보듯이  머무름시간 16.79 부터 18.91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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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6종 물질들이 밀집되어 검출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특이성이 좋아 혼재상태에서 분석 대상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물질들의 특성 이온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aromatic ring 구조인 페놀류는 GC/MS의 Mass range에서 전자충돌방식(Electron Impact, EI)

를 통과하였어도 Fragmentation ion(m/z)이 분자량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질량스펙

트럼의 특성이온만 선택하여 분석하는 SIM 방법으로 얻어진 대상화합물의 머무름시간, 정량이온 

및 선택이온은  Table 8에 정리하였다.

Fig. 2. TIC diagram of injurious organic substance by GC/MS-SIM

Table 8. Retention time, characteristic ions of injurious organic substance by GC/MS-SIM

Compound
Molecular

weight
Retention
time(min)

Characteristic ion(m/z)

Quan Ion(정량)
Conforming

Ion(정성)
Chlorophenol 128.56 9.40 128 130 64

2,4-Dichlorophenol 163.00 11.54 162 164 63
2,4,6-Trichlorophenol 197.45 13.40 196 198 97

Methyl demeton 230.28 15.67 88 109 60
Pentachlorophenol 266.34 16.80 266 165 268

Diazinon 304.35 16.96 137 304 179
Alachlor 269.77 17.80 160 188 237 146

Fenitrothion 277.24 18.06 125 277 109
Parathion 291.27 18.36 109 291 97
Phentoate 320.36 18.93 274 91 121 246

DEHA 370.57 20.61 129 112 57
EPN 323.30 21.24 157 185 169

DEHP 390.56 21.47 149 167 57
Benzo(a)pyrene 252.32 24.02 252 126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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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S에서 특성이온간의 비율은 물질의 정성정량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되는 부분이다.

NIST library에서 규정되어 있는 선택이온들의 비율을 기준으로 연구하고 있는 다성분 동시 분

석법에서 SIM방법으로 구해진 각 물질별 특성이온들의 비율을 비교하여 14종의 물질을 모두 

확인 하였다. 각 물질별 이온별 질량스펙트럼은 Fig. 3과 같다.

Chlorophenol 2,4-Dichlorophenol 2,4,6-Trichlorophenol Methyl demeton

Pentachlorophenol Diazinon Alachlor Fenitrothion

Parathion Phentoate DEHA EPN

DEHP Benzo(a)pyrene

Fig. 3. Mass spectrum of injurious organic substance

질량스펙트럼을 통해 14종 분석대상물질을 확인한 후 일정 농도로 만든 표준용액을 G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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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여 다성분동시분석법의 전처리조건을 검토하였다. 농도범위 0.01 mg/L ~ 0.05

mg/L에서 각 농도별로  5회 이상 분석한 평균값으로 재현성을 확인한 결과 14종 분석대상물

질 모두 좋은 결과를 보였다. 농도별 재현성 평가결과는 Table 9에 요약하였다.

Table 9. Reproducibility of target compound by each concentration

Item
0.01 mg/L 0.02 mg/L 0.03 mg/L 0.04 mg/L 0.05 mg/L

%RSD %RSD %RSD %RSD %RSD
Chlorophenol 2.6 1.3 1.6 3.8 3.6

2,4-Dichlorophenol 2.1 2.4 3.0 4.4 4.3
2,4,6-Trichlorophenol 2.5 2.1 2.9 5.3 4.1

Methyl demeton 5.0 5.9 4.7 1.0 2.8
Pentachlorophenol 15.9 10.3 14.5 8.6 9.2

Diazinon 2.1 2.5 1.3 4.6 6.4
Alachlor 1.1 2.7 1.1 3.9 4.6

Fenitrothion 2.3 3.7 2.0 5.6 6.4
Parathion 1.2 2.0 3.5 6.3 6.1
Phentoate 1.4 4.6 1.8 6.3 7.4

DEHA 12.8 3.4 2.6 8.3 5.7
EPN 1.5 3.5 4.1 6.2 6.2

DEHP 9.7 5.1 3.8 9.7 5.3
Benzo(a)pyrene 3.9 2.8 8.0 2.1 3.1

5. 결론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액액추출방법(Liquid-Liquid Extraction, LLE)을 탈피한 전자동 시료 

전처리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시료중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유해유기물질성분의 분석에 있어 다

성분동시분석과 함께 많은 시료 전처리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먹는물 공정시험기준에 대

응하는 효율적인 분석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분자량 범위와 특성을 가진 미량유기물질 성분의 전처리과정을 검토한 결과 Fig. 1

에서 보여지듯이 여러단계의 추출, 정제 및 농축과정에서 과정별 수동조작들로 인하여 많은 인

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유기용매의 다량 소비로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해유

기물질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실험방법 및 신뢰성이 간절히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본 실험은 

자동화시료주입장치(MPS)를 이용하여 액-액분배나 회전증발농축기 등에 의한 농축, 정제과정과 

pH 조절 등을 생략하고 추출과정을 전자동으로 일원화함으로서 분석시간을 절감하고 추출용

매에 의한 전처리단계를 최소화하여 회수율의 향상 및 유기용매의 사용량 감소에 의한 비용 

절감 등,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방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먹는물 중의 존재하는 극미

량의 유해유기물질 중 선정한 14종의 분석물질을 자동화 시료주입장치가 조합되어 있는 

GC/MS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최적의 전처리 조건을 검토하였으며 주요결과 및 기대효

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물질은 먹는물 유기인계 농약류  Methyl demeton, Diazinon, Fenitrot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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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thion, Phentoate, EPN , 감시항목 중 Alachlor, 및 Benzo(a)pyrene과  페놀류 4종 

2-Chlorophenol, 2,4-Dichlorophenol, 2,4,6-Trichlorophenol, Pentachlorophenol, 플라스틱 가소

제 성분인 bis-Ethylhexylphthalate(DEHP), bis-Ethylhexyladiphate(DEHA) 등  14종이다.

2) 이 미량유기유해물질의 효율적인 동시분석을 위하여 GC/MS에 조합되어 있는 전자동 시

료주입기의 추출조건을 선정하기위해 Vortexing 조건, 시료량, 용매, pH, Injection volume 등

의 조건을 비교분석하였다. 회수율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 NaCl 2 g을 첨가한 시료 15 mL

를 n-Hexane 1 mL로 추출시  Vortexing 조건은 2000 rpm의 속도로 100 sec mixing , 300 sec

waiting 한 후  n-Hexane층에서 2 ul를 취해 GC/MS에 주입하는 전처리 방법에서 70% ~

101%의 회수율과 상대표준편차 2.7% ~ 9.8%의 재현성을 나타내어 본 연구 대상 항목의 최적

분석조건으로 선정하였다.

3) 선정된 최적의 추출 시스템을 on-line 자동화전처리하여 GC/MS로 분석한 후 얻어진 

Mass spectrum을 통하여 14종의 물질은 분석시간  30분만에 분리 되었고, Fragmentation ion에 

의해 물질들을 확인한 후 각 농도별로 좋은 재현성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GC/MS

를 사용하여 스크리닝을 목적으로 기존의 분석방법보다 신속, 간편하게 미량유기물질을 정성정량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4) 시료 1건당 14종의 유기물질을 기존의 공정시험기준을 통하여 각 각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4시간이지만 제시된 다성분동시분석법으로 분석하는 경우 자동화전처리를 통하

여 전처리 단계를 일원화하므로  4시간만에 모든 물질을 정량하여 결과를 확인할수 있어 대폭

적인 시간절감을 통한 분석효율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제 농축시 사용되는 시약 

및 유기용매도 90%정도 절감되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전처리조건을 이용하여 14종 유기물질들의 다성분동시분석법의 신뢰성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대응하는 적정 범위의 검량선을 완성

하고 성분별 직선성 및 정도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분석방법을 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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