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분석의 2대 키워드

SIFT-MS
자동차 실내공기질 분석
자동차 실내공기질 분석
자동차 내장재에 사용되는 페인트나
접착제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새차

증후군”

자동차 배기가스 분석
“자동차 배기가스” 는

대기중의 휘

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및 광화학 스모

그 발생 물질 로 출발 전/후, 주행등의 여러
과정에 따라 배출 화합물 농도가 큰 편차를
보여 분석이 어려웠다.

기존 HPLC, GC-MS, TDS등의 여러
하지만 SIFT-MS는 넓은

장비가 필요했지만,

이제 SIFT-MS 는 단 한 대의 기기
로 이 모든 항목을 실시간,

Dynamic range로 여러 화합물을
정확하게 분석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ppt

Level 정성/정량 분석할 수 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는 최적의 자동차 실내공기질 분석 솔

2015년 강화규제 예정

루션입니다.
.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공
기질 권고기준” 규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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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T-MS를 이용한
“자동차 실내공기질” 실시간 정성,정량분석

Key Benefits
한번의 touch로
차동차 실내공기질 한번에 분석!!

새차 증후군 이란 새차의 내장재에 사용되는 페인트나 접착제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원인
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만성두통, 호흡기, 피부질환이나 심한 경우 천식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2010.7월 국내 생산된 신차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9개 차종 중 모닝
2,846ug/m3, 벨로스터 1,546ug/m3, 올란도 1,222ug/m3, 알페온 1,073ug/m3등 4개 차
종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1,000ug/m3)을 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2011.8월 국토해양부.

실시간, ppt level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

정성,정량분석/모니터링 시스템
자동차 내장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합성자제, 페인트, 접착제 등의 여러가지 복합 화

최소 ppq~최대 ppm 측정

합물질들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새차증후군’ 등 실내 공기 오염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차량 탑재하여

현재 일본, 중국등 주변나라뿐 아니라 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련 규제들이 나날이 엄격해지

이동형 분석 시스템 활용가능

고 있으며 한국은 국토해양부에서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유해
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톨루엔 등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고 있다.

터치 스크린으로 쉽게 작동
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물질을 포함하여 발암물질인 여러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수분 함유 가스도 분석가능

을 측정할 시 지금까지는 각 항목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HPLC, GC-MS, TDS등의 여
러 장비가 필요했지만, 이제 SIFT-MS는 단 한 대의 기기로 이 모든 항목을 실시간, ppt
Level 정성/정량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자동차 실내공기질 분석 솔루션입니다.

그림1. 자동차 실내공기질 오염원

표1.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단위 : ug/m3)
포름알데하
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250

30

1,000

1,600

87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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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자동차 실내공기질 내 분석 물질 및 SIFT-MS 시약이온
분석물질

사용된 시약이온

분석물질

사용된 시약이온

Benzene

NO+

Acrolein*

O2+

Toluene

O2+

Acetone

H3O+

출시된 지 6개월된 경차

C2-Alkylbenzenes

NO+

MEK

NO+

차량 실내공기질및 내부자재

C3-Alkylbenzenes

O2+

Methanol

H3O+

Formaldehyde

H3O+

Ethanol

H3O+

Acetaldehyde

H3O+

실험방법
시료

•

머리받침

•

선 바이저

•

바닥매트

•

출시된지 6개월 지난 경차

•

22,000km 주행

결과값

실험 형태
1.차량 내부 공기질 sampling
(3L 포집)하여 SIFT-MS 측정
Sample1

환기 없이 10분간 6km주행
했을 때 시료 포집
(히터 full 가동)

Sample2

환기 없이 40분간 공회전 후
시료 포집 (히터 full 가동)

Sample3

환기 하며 40분간 공회전 후
시료 포집 (히터 full 가동)

그림2. SIFT-MS을 이용하여
내부 공기질(Carbin)의 VOCs의 측정

그림3. SIFT-MS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바닥매트)의 VOCs 감지

2. 차량 내부자재를 제거하여 Sampling후 측정

자동차 내부 악세서리를 차에서 제거하여,
Headspace로 30분 동안 전처리 후 여기서 나
오는 VOCs를 추출하여 하기 온도로 측정한다.

측정온도
바닥매트 : 온도 20도, 40도,60도
의자 머리받침, 선 바이저 : 온도 40도, 60도

주의.
머리받침,선바이저는 20도는 분석 제외

그림4. SIFT-MS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의자 머리받침)의 VOCs 측정

그림5. SIFT-MS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선 바이저)의 VOCs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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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12, 노블비즈니스타운 717호(우: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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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실내공기질 분석

SIFT-MS을 이용한 자동차 실내공기질 분석
3가지 Reagent Ion(H3O+, NO+ , O2+)을 이용한 특수한 화학적 이온화 방식
(CI) 기술을 가진 SIFT-MS를 통해 자동차 내부 공기질 및 내장재에서 나오는 여러
VOCs 물질들은

단 한대의 기기로 ppt level로 정량, 정성 분석하였고 결과 분석는

다음과 같다.

 그림2은 자동차 실내공기질 분석결과값으로 주요 배출 VOCs는 아세트 알데히드이며,
차 내부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모든 VOCs 배출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5는 차 내부 내장재 분석결과값으로 헤드 스페이스로 전처리 후 여기서 나오는
VOCs를 다양한 온도(20도,40도,60도)에서 분석하였으며 각 내장재에 따라 배출되는
VOCs가 다르며 차량내장재 분석도 동일하게 내부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VOCs농
도가 나타남을 볼수 있다.
 한국의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발암물질)의 농도가 기준 초과됨을 알수 있다.

한대의 SIFT-MS로
자동차 실내공기질 한번에 정량/정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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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T-MS를 이용한
“자동차 배기가스” 실시간 모니터링분석

Key Benefits

자 동 차 배 기 가 스 는 최 근 대 기 중 의 휘 발 성 유 기 화 합 물 질 (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배출량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VOCs는 질소 산화물과 함께 대기중에서 빛
에너지에 의해 광화학 옥시단트를 형성하고 대류권의 오존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이자 발암 유

한번의 touch로
차량 배기가스 한번에 분석!!

발물질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관련, 별표 17)이 법적 규제시
행중이며 2015년 이 법규는 더 강화될 예정 이다.

실시간, ppt level로

자동차의 주행 중 나오는 VOC는 주로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주를 이루며 상대적으로 휘발성이

정성,정량분석/모니터링 시스템

낮아서 증발 배출이 적은 편인 디젤연료보다 주로 가솔린 연료 자동차가 VOCs 배출의 주요원
이며 VOC의 대부분은 C12이하의 HC로 구성된 화합인 포름알데히드, 벤젠, 크실렌 톨루엔,
1-3부타디엔이 주로 배출된다. 따라서 자동차에서 증발되는 연료에 함유된 VOC는 상당 종류

최소 ppq~최대 ppm 측정

가 유해물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SIFT-MS를 이용해 자동차 중 가장 많은 VOCs 배출하는 가솔린 연료 승용차의 배기관

차량 탑재하여
이동형 분석 시스템 활용가능

을 통해 나오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 하였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출발 전/후, 주행 등의 여러 과정에 따라 배기가스 내 화합물의 농
도 범위가 큰 편차를 보여 기존 분석기기로는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터치 스크린으로 쉽게 작동
SIFT-MS 는 SIFT-MS(Selected Ion Flow Tube-Mass Spectrometry) 는 3 가 지

수분 함유 가스도 분석가능

Reagent Ion(H3O+, NO+ , O2+)을 이용한 화학적 이온화 방식(CI)을 통해 전처
리 없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VOCs는 물론 광화학 스모그 유발인자인 무기
가스(NO, NO2-)을 실시간, 넓은 Dynamic range(최소 ppq~최대 ppm)로 전처리없
이 정량/정성분석 및 모니터링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그림1.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원

표1.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대상차종 : 경자동차, 소형승용, 2015년 12월 31일 강화되는 출고 기준)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기관
가스

블로바이
가스

증발가스

포름
알데히드

0.625g/k
m이하

0.01875g
/km이하

0.0125g/k
m이하

0g/1주행

2g/테스트
이하

0.0025g/k
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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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정
어떠한 짐도 실지 않은 가솔린 연료 사용 자동차 두대를 섭씨 0도에서 낮은 속도
로 엔젠을 천천히 가동시킨 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배기가스 내 화합물을 모
니터링하였다.

실험방법
Blank

자동차 배기가스를 포집한
주변 대기질

시료

배기관을 통해 샘플링한
자동차 배기가스(50%희석)

악세사리

•

표1 실험에 사용된 두대의 가솔린 자동차 상세 사항
제조자 및 모델

Subaru Legacy

Nissan Murano

분류

Car A

Car B

배기관에서 유리 T형관

제조연식

2000

2005

•

샘플링펌프(3L/min)

배기량(CC)

2500

3500

•

PVC관 (3 meter, ¼ i.d)

주행거리km (miles)

131000(82000)

22000(14000)

촉매 컨버터 장착

No

Yes

마지막 운전 후 경과시간

2hr

2hr

실험 진행동안 엔진 회전수(RPM)

1500

1500-1250

1.

T형관을 걸쳐 대기질로 인해 50% 희석

2.

<2초 이내 체류시간

SIFT-MS 분석조건
실험기기

VOICE200

시료주입형태

High performance
inlet

시료 흐름속도

45sccm

소프트웨어

VOICE200 & LabSyft

분석형태

SIM
(Selected Ion Mode)

시약이온

H3O+,NO+, O2+

분석항목

29개 항목

결과값
그림1~2 자동차 배출가스 내 다양한 산화물의 실시간 정성,정량분석
그림1 CAR A

그림2 CAR B

(방향족 화합물, 지방족
화합물, 알데하이드, 케
톤, 알콜류,질소산화물

그림 3~4 자동차 배출가스 내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을 실시간 정성,정량분석
그림 3 CAR A

그림 4 CAR B

및 시안화수소)
질량당 체류시간

측정 주기당 100ms

분석시간

10sec

검출한계(LOD)

0.5p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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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기가스 분석

SIFT-MS을 이용한 자동차 배기가스 분석
3가지 Reagent Ion(H3O+, NO+ , O2+)을 이용한 특수한 화학적 이온화 방식(CI)
을 가진

SIFT-MS를 통해 기술을 가진 SIFT-MS를

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여러

통해 두대의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기술

자동

VOCs 물질 및 광화학 스모그 유발인자인 무기 가스(NO,

NO2-)를 단 한대의 기기로 ppt level로 모니터링 하였고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그림 3~4 결과값을 보면 가솔린 연료 자동차 배기가스는 출발 전/후로는 질소산화물(NO,
NO-)이 많이 발생하며 주행 중에는 탄화수소 화합물이 주요 발생물질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1~2 결과값을 보면 현재 가장 문제시 되는 주요 유해 대기오염물질인 아세트 알데히드 생
성 이유가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임임을 알 수 있고 이 외 벤젠, 1-3 부타디엔 등의 발암물질이
상당량 자동차 운영에 의해 생성됨을 볼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NOX,HC,CO) 저감 장치인 촉매 컨버터가 설치된 Car B는 Car A에 비해
VOC 및 질소산화물 등의 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SIFT-MS의 넓은 Dynamic Range로
출발 전/후, 주행 등 어떤 과정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 정확하게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