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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을 Direct injection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량, 정성

사용하는가?

분석할 수 있는 질량분석기이다. 수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시료 전

b. 8개의 Reagent ions을 사용하는

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의 시료 농축 없이 ppqv level까지 분석

이유

가능하다. GC(Gas Chromatography) MS 에서 사용하는 Column을 사용

c. SIFT-MS는 어떻게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한 물리적 분리 대신 8가지 Reagent ion의 반응을 이용한 8가지

d. 실시간 절대 정량이 어떻게 가능
한가?

Matrix를 통한 화학적 분리를 통해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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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OF SIFT-MS INCLUDE:

c. 적은 유지보수
d. 온라인 및 실험실 분석
e. 넓은 응용
f. 다양한 Sample Tool 장착 가능
g. 적은 Time Cost와 많은 처리
시료량

•

대기중의 VOCs 실시간 정량 분석

SIFT-MS는 실시간 가스 분석 응용 분야

•

액체 시료는 Headspace법을 통해 분석

에 가장 이상적인 장비이다. SIFT-MS

•

다양한 VOCs를 동시 분석 가능

여러 산업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이 입

(e.g. aldehydes, amines and

증되었으며,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

Organosulfurs)

식을 갖추지 않은 모든 분들이 사용할

•

수분 함유량 높은 시료 분석 가능

수 있는 장비이다.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사용법

•

다양한 Sample inlet 장착 가능

4. 요약

(e.g. Headspace, Thermal Desorption,
AutoSampler , etc)
•

장비 안정성이 우수하여 적은 유지보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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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 OVERVIEW OF SIFT-MS

SIFT-MS 는 Direct 질량분석기이며 정교하게 조절된 Chemical
Ionization 반응을 통해 VOCs나 Inorganic gases(e.g phosphine,
silane 등)를 실시간 정량 할 수 있다. 빠른 분석으로 대기 농도의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최적의 장비이다.

THERE ARE THREE ELEMENTS OF THE
SIFT-MS TECHNIQUE (FIGURE 1):
In SIFT-MS, highly
controlled soft
ionization enables
real-time absolute
quantitation of
analytes

1. Reagent ion 생성 및 선택(필터링)
8개의 SIFT-MS Reagent ion –H3O+, NO+,
O2+, O-, O2-, OH-, NO2-, and NO3- – 은
대기 중의 공기와 공급되는 수분을 사용
하여 Microwave Plasma 에너지를 통해
생성된다. 생성된 Reagent ion은 첫 번째
Quadrupole mass filter를 통해 필터링 되
어 순차적으로 Flow Tube로 들어간다.

3. 정량
생성된 Product ions과 과량의 Reagent
ion들 중 반응하지 않은 Reagent ion은
두 번째 Quadrupole mass filer를 통해
필터링 된다.
Syft’s compound library에 저장되어 있
는 화합물의 정보(k factor, ICF, Branch
ratio)를 통해 즉각적으로 화합물의 농
도를 확인할 수 있다.

2. 이온화
생성된 Reagent ion은 순차적으로 Flow
Tube로 주입되고 Carrier gas와 충돌하여
안정화된다. 안정화 된 후 시료와 만나
반응이 진행된다. Flow Tube 내에서의 유
량과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Reagent ion의 에너지를 시료에 전달하
여 Product ion을 생성한다.

Figure 1. SIFT-MS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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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INCIPLES OF SIFT-MS
SIFT-MS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hemical Ionization 보다 낮은 에너지 준
위를 갖는 Ion source(H2O 및 Air)를 사용한 Soft chemical ionization 방법
을 사용한다. 좀 더 낮은 에너지 준위를 사용함에 따라 적은
Fragmentation이 일어나고 모 분자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
고 빠르게 정량 및 정성분석이 가능하다.

SIFT-MS is unique: it
provides reproducible,
real-time
quantitative analysis

a. 왜 Soft Chemical Ionization을 사용
하는가?
질량분석기의 이온화 방법 중 화학적 이온
화 방법인 CI(Chemical Ionization)는 Reagent
를 먼저 이온화 시킨 후, 생성된 Reagent ion
을 이용하여 분자간의 전하 이동을 통해 시
료를 이온화시킨다. 다른 여러 이온화 방법
보다 이온화 된 후 더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
는 Ion source(H2O 및 Air)를 사용함에 따라
적은 Fragmentation이 발생하게 되고 모 분
자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빠
른 분석이 가능하다.

Figure 2. SIFT-MS에서의 CI법과 GC-MS에서의 EI법의 Fragmentation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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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비교자료
- 화합물 : ethylbenzene
- 70-eV EI (in GC-MS)
- O2+ CI (in SIFT-MS).

2. PRINCIPLES OF SIFT-MS

SIFT-MS, provides
unparalleled realtime selectivity by
utilizing rapid reagent
ion switching

b. 8개의 Reagent ions을 사용하는
이유는?
SIFT MS에서는 총 8가지 Reagent ions 을 사용한다.
(H3O+, NO+, O2+, O-, O2-,OH-, NO2-, and NO3-). 각각의
Reagent ion과 반응한 시료들은 각기 다른 Matrix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Column을 사용한 물리적 분리
가 아닌 화학적 분리를 이용한다. 물리적 분리로 인
해 소요되는 시간을 화학적 분리를 통해 절약할 수
있다.
주요 반응 메커니즘

•

H3O+: proton transfer (PT)

•

NO+: electron transfer (ET), association,
hydride (H-) abstraction

•

O2+: ET, dissociative ET

•

O- :

•

O2-: dissociative ET, PAb, association

•

OH-: ET, PAb, displacement, elimination

•

NO2-: ET, dissociative ET, PAb, association

•

NO3-: PAb, association

ET, proton abstraction (PAb),

association, displacement

각각의 다른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 다른
Fingerprint를 형성하게 되며,또한 각각의
Reagent ion에 따라 다른 Fingerprint를 형성 하
기도 한다.
이를 통해 Isomer와 같이 동일 질량 값을 갖는 물
질들도 화학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표 1에서 동
일 질량 값을 가지는 Acetone과 Propanal(C3H6O)
를 통해 화학적 분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H3O+
와의 반응에서는 같은 질량 값의 스펙트럼이 나오
지만(59 m/z) , NO+와의 반응에서는 다른 질량 값
의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Isomer들도 각각의 Reagent ion과의 반응을
통해 다른 Matrix를 형성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SIFT-MS의 또 다른 가장 큰 장점은 사용하는
Reagent ion의 Source로 대기중의 Air 와 물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별도의 Source를 만들기
위한 가스가 필요 없으며, 친환경적이다. 또한
Reagent ion의 필터링을 위해 Quadrupole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많은 시료의 동
시 분석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e.g. in
breath-by-breath analysis or monitoring
dynamic processes).

Table 1. Acetone과 Propanal이 H3O+, NO+ and O2+ Reagent ion과 만나서
생성되는 Product ion

Reagent ion
H3O+

Acetone product ion (m/z)
(CH3)2CO.H+ (59)

Propanal product ion (m/z)
CH3CH2CHO.H+ (59)

NO+

(CH3)2CO.NO+ (88)

CH3CH2CO+ (57)

O2+

(CH3)2CO+ (58); CH3CO+ (43)

CH3CH2CHO+ (58); CH3CH2CO+ (57)

SIFT-MS provides
unsurpassed on-line
absolute quantitation
through tightly
controlled ionization

c. SIFT-MS는 어떻게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가?
분석 물질의 Ionization의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Reagent ion의 에너지를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다. 이를 통
해 재현성 및 Product ion의 형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절대 정량값을 구할 수
있다.
SIFT-MS에서는 Reagent ion의 에너지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Carrier gas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Reagent ion을 열 적 안정화 시키고 EI Ionization
및 다른 CI Ionization(PTR-MS, APCI-MS and DART)
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CI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SIFT-MS에서 Carrier gas의 사용은 오른쪽과 같이
중요한 2가지 역할을 한다.

1. 시료와 만나기 전 Reagent ion과 만나 Reagent
ion을 열 적 안정화 시킨다. 이를 통해 Reagent
ion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게 되며 Product ion
형성에 있어 Fragmentation을 적게 형성하여 정
확하고 예측 가능한 반응을 제공하게 된다.
2. Carrier gas를 통한 Reagent ion과 Product ion
을 Detector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전자기장 같
은 다른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 또
한 Fragmentation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시료
를 모 분자 형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
의 정성 및 정량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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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실시간 절대 정량이 어떻게
가능한가?
SIFT-MS에서의 Selected Ion Mode (SIM) scan모
드는 GC-MS에서의 SIM scan 모드와 같이 분석

10000

하고자 하는 물질을 Targeting 하여 정량 분석을
Reagent ion과 Product ion을 선택하고, Detector
에서 이들의 Counting 값을 반복적으로 측정하
게 된다. 이 Count 값과 Syft Library에 저장되어
있는 반응속도 상수 (k)과 Branch ratio, Flow
Tube내에서 측정되어지는 Carrier gas를 통한 시
료의 희석 비율, Validation을 통한 ICF값을 통해
실시간으로 농도 값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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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용한다. SIFT-MS의 SIM 모드에서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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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IFT-MS의 Calibration
SIFT-MS에서 Target 물질의 절대 정량은 Syft

일반적으로 SIFT-MS에서 Calibration에 사용되

Library(즉, 반응속도 상수 k 및 Branching ratio)에

는 Standard gas는 압축 봄베 가스 또는

저장되어 있는 화합물의 정보를 통해 빠르고 정

Permeation Tube를 사용한다.

사용하는 상대정량 역시 SIFT-MS에서 사용 가능
하며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Library에 있지 않은 물질 역시 Calibration을 통해
Library에 추가할 수 있다. 또한 Daily로 진행되는
Validation을 통해 장비의 성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어, 한번의 Calibration으로 오랜 기
간 Calibration을 진행하지 않아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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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Figure 3. 껌을 씹은 후 날숨에서 나오는 VOCs
SIM scan모드

Figure 4.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의 VOCs 실시간 정량 분석

확하게 측정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GC-MS에서

110

Time / s

3. SIFT-MS의 장점(운영)

SIFT-MS만의 기술적인 특징(정확한 Ionization 조절 및 Chromatograph
의 Column 제거)를 통해 다른( Column을 사용한 질량분석기 및 Direct
질량 분석기) 장비에 비해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Syft Technologies’
instruments are the
most user-friendly
mass spectrometers
available

a. 손쉬운 사용법
SIFT-MS의 software는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
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사용자들도 사용하기
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

•

•

알람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화합물이 특정 농
도를 넘었을 때 경고음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용자를 위해서도

사용하기 쉬운 터치스크린으로 누구나

SIFT-MS의 software인 Labsyft를 통해 분석을 위한

쉽게 사용

Tool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분석 중이거나 분석

실시간으로 정량 및 정성 분석 결과 확인

이 끝난 후에 데이터 처리를 원활히 진행 할 수 있

가능

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Library의 확장 및 분석 조

쉽게 원하는 Target 물질을 선정하여 분석

건에 맞는 Method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가능

연속분석을 위한 Batch 스케줄을 손쉽게 변경하
여 활용할 수 있다.

Figure 5. Scan Result 화면, 누구나 손쉽게 버튼 하나만으로 작동이 가능하며, 농도 허용치가
넘어 갈 경우, 경고 메세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훈증제 응용 분석
화면이며, 컨테이너 박스를 열기 전 컨테이너 안의 훈증제 농도를 확인 후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Tool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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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ERATIONAL ADVANTAGES OF SIFT-MS

b. 원격 지원

Syft Technologies’
instruments have full
internet connectivity,
supporting simple
remote operation

SIFT-MS는 원격지원이 가능하여 방문 전 미리 장

f. 다양한 Sampling tool 장착
가능

비의 문제를 체크하여, 장비에 필요한 유지 보수

-

Tedlar bag

및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으로 가

-

Canister

능한 문제는 원격지원으로 바로 해결 할 수 있다.

-

AutoSampler

-

Thermal Desorption

c. 적은 유지보수

-

Headspacer

장비 안정성이 우수하여 적은 유지보수 필요

-

Breath Inlet

하다.( 친환경 Reagent ion의 사용, Column 및

-

Swap

기타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모품을 최소화)

-

etc

d. 온라인 및 실험실 분석
실험실은 물론 현장에서도 정확하고 빠른 분석

g. 적은 Time Cost와 많은 시료
처리량

이 가능하며 Sampling tool로 시료 포집 후 실험실

빠른 분석 시간을 바탕으로 많은 시료를

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Time Cost
를 절약할 수 있다.

e. 넓은 응용분석
수분이 많은 시료도 정확하게 분석 가능 하며
대기 모니터링 분석은 물론 의학, 제약, 풍미,
식품분야도 가능하다.

4. SUMMARY
SIFT-MS 는 Direct 질량분석기이며 정교하게 조절된 Chemical
Ionization 반응을 통해 VOCs나 Inorganic gases(e.g phosphine,
silane 등)를 실시간 정량 할 수 있다. 빠른 분석으로 대기 농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위한 최적의 장비이다. 또한 수분
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수분을 함유한 시료 또한 어떤 전처리
없이 Direct로 분석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화합물을 ppqv level
까지 분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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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경계 민원 대응 솔루션

고객 Needs
• 악취 및 유해 대기 물질에 대한 지역
민원 대응

해결 방안
• 공장 부지 경계에 환경 솔루션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부지경계 모니터링
→ 실시간 / 특정 시간대별 물질 트랜드

측정/분석방안
• 실시간 모니터링
- 24시간 실시간 측정/분석
-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즉시 알람

• 샘플 포집 분석
- 장비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은 지역
샘플링 후 측정

추적
→ 악취 물질 농도 증가 시 즉각적 원인
대응

• 이동형 측정 차량 분석
- 측정 지역에 측정 차량 이동
- 분석기 가동 및 측정에 약 20분 소요
되며 측정결과는 실시간 전송

자동차 실내공기(VOCs) 분석 솔루션

고객 Needs
• 자동차 내 발생되는 VOCs를 측정
기존 : HPLC, TD-GC/MS 등 여러 장비가
필요

측정/분석방안
• 자동차 내 공기 Direct 분석
- 자동차 내부 공기를 Direct로
분석하여 내부 공기 농도 측정
가능

해결 방안
• SIFT-MS는 단 한대의 기기로 자동차 내
발생되는 VOCs를 실시간 정성·정량 분석
→ 자동차 내 온도에 따라 변하는 VOCs
트랜드 추적
→ 자동차 내 공기 Direct 분석 또는

• 온도에 따른 VOC 농도 변화
트랜드
-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VOCs의
농도 증가

샘플링 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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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훈증제(Fumigant) 분석 솔루션
측정/분석방안

고객 Needs

• 현장 분석

• 잔류 훈증제가 있을 경우 작업자들의

- 컨테이너 안의 잔류 훈증제를

건강상 치명적인 위해 발생

현장에서 바로 측정

• 컨테이너 작업자 안전 대비 필요

- 컨테이너 내부 안전 여부 즉시
판단

해결 방안
• 컨테이너 안 잔류 훈증제 현장 분석으로

• 샘플 포집 분석

잔류 농도 측정

- 이동형 차량 대신 샘플 포집을 통한

• 잔류 훈증제의 허용 기준 초과시 즉시

분석 가능

알람 경고
• 배출 허용 기준 초과시 즉시 알람

→ 허용 기준 초과시 작업 중지

- 허용기준 초과시 알람을 통해 작업

→ 허용 기준 미달 시 작업 진행

중지 메시지 알람

작업 환경 유해물질 및 공정 내 공정가스 분석 솔루션
측정/분석방안

고객 Needs
• 공정 및 작업 환경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 분석
-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자 안전 확보
- Process Chamber 내의 불순물

Scheme of Analysis
공
정
가
스

In

monitoring을 통한 공정 생산효율
극대화
해결 방안

Out

Process
Chamber
Solenoi
d Valve

Solenoi
d Valve

• 작업 환경 내 유해물질 분석을 통한
작업자 안전 확보(경고 알람)
• 공정 내에 유입되는 공정가스 중 불순물
분석
• Process Chamber에 들어가는
공정가스와 Process Chamber에서
나오는 공정가스 중의 불순물 실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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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분석
- 공정 및 작업 환경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현장 분석
- Monitoring을 통한 작업자의

SIFT-MS ㅣ Selected Ion Flow Tube Mass Spectrometry

안전과 공정 생산효율 극대화

• HCl 및 HF와 같은 산성 물질 분석
가능
- SIFT-MS의 Negative Ion Source를
사용하여 산성 물질 분석 가능

SIFT-MS
INSTRUMENTS
시료주입 (Sample Introduction)

분석능(Analysis Capability)
•
•
•

VOCs (BP<200°C, Molar Mass<400Da)

•

대기질 및 호흡시료 직접연결

극성 및 무극성 화합물 동시 분석가능

•

Sample bag/ Canister

대기질,입이나 코 안 분석, 액체 및 고체 위 상부

•

흡착관(Sorbent tube)

•

통합방식(Custom integration)

•

Swap

Performance
•
•
•

가스입구(Gas Ports)

Reagent ion source : Air/Water
선택된 Reagent ions : H3O

+,

NO

+,

O2

+

Optional Negative ion source :

•

Helium

•

Calibration Standard

OH-, O-, O2-, NO2-, NO3•

질량범위 : 10~400Da

호환장치(Interfaces)

•

반응시간 : <100ms

•

TFT colour 8.4” LCD touch screen

•

검출한계 : 1pptv

•

Gas inlets fitted with inch Swagelock bulkhead

•

정확도: pptv범위내 +/- 5% 이하

•

10/100 Ethernet(TCP/IP)

•

선형도 : >6 orders of magnitude

•

Barcode scanner

•

측정범위 : >6 orders of magnitude

•

Autosampler

•

Standard inlet flow : 20sccm

운영조건(Operating Parameters)

물리조건 (Physical Properties)
•

높이 : 900mm(35.4 in)

•

넓이 : 725mm(28.5 in)

•

깊이 : 875mm(34.5 in)

•

무게 : 200kg(440 ib)

•

이동바퀴 부착가능

•

전원 : 216-264 VAC, 47-63Hz, 2.0kVA

•

필요 Helium 양 : Helium 360 sccm or
Nitrogen 180 sccm

안전 적합성(Safety Conformance)
•

EN61326

•

CISPR 11/EN 55011 : Group1, Class A

환경조건(Environmental Conditions)
•

외기 동작 온도 범위 : 10°C~30°C

•

외기 동작 습도 범위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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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12, 노블비즈니스타운 717호(우:30128)
www.alto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