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공기 질 분석 솔루션 제안 

SIFT-MS(Selected Ion Flow Tube Mass Spectrometry) 

SYFT VOICE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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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질 관리 

SIFT-MS 특징 및 원리

VOC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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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복합 화학물로 이루어진 건축자재들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새집증후군’ ‘신차증후군’  등 실내 공기 오염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 지고 있다.  
그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련된 규제들이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암을 유발 시키거나 냄새를 유
발시키는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가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Table 1.  실내 공기지 권고 기준 

규제 물질 국내기준 독일기준 일본기준 

폼알데하이드 210㎍/m3 60㎍/m3 100㎍/m3 

벤젠 30㎍/m3 - - 

톨루엔 1000㎍/m3 200㎍/m3 260㎍/m3 

에틸벤젠 360㎍/m3 - - 

자일렌 700㎍/m3 200㎍/m3 870㎍/m3 

스티렌 220㎍/m3 30㎍/m3 220㎍/m3 

Fig 1. 실내공기 오염원 Fig 2. 새집증후군 증상 

현재 TVOCs(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로 휘발성 유기 화합 물의 총량을 분석 하고 있지만, 각각의 
VOC 들 마다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관리 기준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디클로로메탄, 아세트알데하
이드 등 발암물질 또한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VOC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석 법으로는 HPLC, GC-MS, TDS 등의 여러 장비가 필요 하였지만, 이 
제안서에는 하나의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VOC들을 개별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분석 솔루션을 제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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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strument

SIFT-MS (Selected Ion Flow Tube - Mass Spectrometry)는 
CI(Chemical Ionization) 방식의 질량분석 장치 이며, 다양한 성
분의 물질들을 한번에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초 단위의 분석시간으로 작업환경 내에 유해가스 모니터
링 및 배출가스 모니터링에 많이 응용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차량에 탑재하여 공장 부지 주변 등 이동을 하며 분석이 가
능하다. 

SIFT-MS 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온 생성
-Syft Technologies의 SIFT-MS는 microwave를 이용하여 Reaction ions을 생성시킨다. 

2. 이온 선택
-생성된 이온들은 사중극자(quadrupole) 질량 필터에 의해서 Reaction ions을 선택적으로 Flow Tube로 이동시켜 준다. 

3. 샘플 주입 및 반응
-Reaction ion은 Flow Tube에서 정밀한 유량 제어에 의해 주입된 샘플과 반응을 하고, product ion을 생성하게 된다. 

4. 반응 생산물의 선택
-생성된 Product ion은  두 번째 사중극자(quadrupole) 질량 필터에 의해 검출기로 측정 물질을 보내준다 . 

5. 검출
-두 번째 사중극자(quadrupole) 질량 필터에 의해 이동된 Product ion을 검출기에서 count하여 질량에 따른 물질의 농도를 
표시하게 된다.  

• 정성• 정량분석이 가능

• 원터치 방식으로 손쉬운 작동 방식

• 시료 전처리 없이 ppt level 까지 바로 분석

• 시료 주입 시 1분 이내에 분석 완료

• On-line 실시간 분석 시스템(농도변화 모니터링 가능)

• 자동 Validation 및 Self Calibration (ICF)

• 원격지원 가능(장비와 데이터시스템 일체형)

• 대기중에 기화된 거의 모든 Gas 상 시료 분석 (VOCs 및 Toxic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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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hods
• Sampling method

① 분석물질 선택

② Chamber에 시료를 넣고 VOC발생 조건 만들어 줌

③ Chamber 내에 VOC를 TEDRAR GAG에 포집

④ TEDLAR bag을 VOICE200으로 이동

⑤ VOICE200으로 분석

⑥ VOICE200으로 결과 확인

⑨ 기준 초과 물질을 확인 하여 발생 원인 조사 및 처리

Odors Analysis 
ID 3470    11-10 12:30 

Odors Analysis 
ID 3470    11-10 12:30 

Acetaldehyde 
Benzene    
Formaldehyde 
Toluene 
styrene 
C2-alkylbenzenes dimethyl 
Dichloromethane 
trimethylamine 

< RT 
< RT 
< RT 
< RT 
< RT 
< RT 
< RT 
< RT 

Formaldehyde 
Acetaldehyde 
Benzene    
Toluene 
styrene 
C2-alkylbenzenes dimethyl 
Dichloromethane 
trimethylamine 

80ppm 
< RT 
< RT 
< RT 
< RT 
< RT 
< RT 
< RT 

(적합) (부적합) 

Sample 

Chamber 

VOC 포집 시료 가열 VOC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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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plication

자동차 실내 인테리어에서 발생 하는 VOC 측정 

1. 차량 내부에서 sampling (3L 포집) 하여 VOICE200으로 이
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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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량 내부자재를 제거하여 Sampling후 측정

Table 1. 측정 물질 및 사용되는 반응이온 

-머리 받침, 선 바이저 및 바닥 매트는 차에서 제거하여 대형 오븐 가방
에 넣고, 오븐에서 40~60℃에서 30분 동안 굽는다. (가방은 측정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선택) 

Figure 1. Concentrations of various toxic compounds in the 
cabin air of a six-month-old compact car, determined using 
SIFT-MS. 

Figure 2. Concentrations of various compounds in the 
headspace above a car mat from a six-monthold 
compact car at 20, 40 and 60 °C, determined using SIFT-MS. 

Figure 3. Concentrations of various compounds in the 
headspace above a head rest from a sixmonth- 
old compact car at 40 and 60 °C, determined using SIFT-MS. 

Figure 4. Concentrations of various compounds in the 
headspace above a sun visor from a six-monthold 
compact car at 40 and 60 °C, determined using SIFT-M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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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 Syft VOICE 200 SIFT-MS 의 특징 및 장점 

• 3가지 Chemical ionization reaction 을 직접 제어하는 질량 분석기

• 대기 중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 변화를 직접, 온라인/ 실시간 분석 가능

• ppt 레벨의 분석 감도를 별도의 시료 전처리 없이 분석 가능

• 자동으로 validation 수행 가능 한 장비, 약 5분 소요

• Sub-standard 사용으로 별도의 표준물질 없이 분석 대상 물질 추가 가능

• 화학적 이온화 사용으로 fragmentation 이 매우 적어 정량적인 오차가 매우 적음.

• 대기 중 대부분의 기체 및 휘발성 시료 측정 가능

• 수분이 다량 함유된 시료도 별도의 전처리 없이 측정 가능

• Full Mass Scan Mode 와 Selected Ion Mode 를 통한 정성 및 정량 분석 가능

- Syft VOICE 200 SIFT-MS는 악취물질 분석에 적합한 자동화 시스템이며, 부지 내 악취물질 분석에 필요한 최

적의 분석법을 제공한다. 

- Syft VOICE 200 SIFT-MS는 차량에 탐재하여 이동이 가능하게 디자인되어 우수한 안정성을 자랑한다. 

- Syft VOICE 200 SIFT-MS 의 규격 

Analysis Capability 
1. VOCs: (BP<200°C, Molar Mass <400Da)
2. Simultaneous analysis of polar and non-polar
compounds 
3. Ideally suited to any gaseous sample of volatiles
(including, whole-air or headspace above solids 
and liquids, as well as in-mouth and retro-nasal) 
4. Real-time quantitative analysis

Performance 
1. Reagent ion source: air/water
2. Selectable reagent ions: H3O

+, NO+, O2
+

3. Optional Negative ion source On
- (n=1-3)

4. Mass range: 10-300Da
5. Mass resolution: unit mass resolution
throughout the mass range 
6. Response Time: <200 ms
7. Detection limit: 50 pptv
8. Accuracy: Better than +/- 10% in ppbv range
9. Linearity: 100 pptv – 0.1%
10. Measuring range: 100 pptv – 0.1%
11. Standard inlet flow: 10 sccm

Dimensions and average weight 
1. Height: 905 mm (35.7 in.).
2. Width: 725 mm (28.6 in.).
3. Depth: 895 mm (35.3 in.).
4. Weight: 210 kg (463 lb).
5. Integrated castor wheels

Environmental Conditions 
1. Ambient operating temperature: 10°C to 30°C
2. Ambient operating humidity: 5 to 95%
3. Storage extremes: -40°C to 65°C
4. Maximum temperature fluctuation 3°C/h
5. Exhaust facility should be provided for exhaust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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