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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된 것
이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수가 동일한 이성
질체 등을 제외하곤 물질마다 질량이 다르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혹은 분자의 종류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
적인 요소는 질량이다.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분석 
방법이 질량분석법(mass spectrometry, MS)이다. 질량
분석법으로 얻은 결과를 x-축은 질량-대-전하 비(m/z)로 
y-축은 신호의 세기로 나타낸 것을 질량 스펙트럼이라 
한다.

질량분석법은 물질을 양이온이나 음이온으로 만든 후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원자나 분자 단위로 이온을 
만들어 검출하므로 절대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물

질의 세계에는 양성자의 수는 같으나 중성자의 수가 다
른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표 1에 주요 원소의 동위원소 
종류와 그 비율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염소(Cl)은 질
량수 35인 것(35Cl)과 37인 것(37Cl)이 35Cl : 37Cl = 3 

: 1로 존재하므로, 염소 원자의 질량 스펙트럼에서는 
m/z 값이 35와 37인 35Cl와 37Cl이 3 : 1의 비율로 나타나
게 된다 (그림 1). 질량분석법은 동위원소의 존재와 비율
을 측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기물과 무기물 모두 질량분석법으로 분석할 수 있
으며, 기체와 액체 상태의 물질은 물론이고 고체 상태의 
물질도 질량분석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단, 분석물을 
기화시킨 후 이온화시키거나,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 이
온화시킬 수 있어야 질량분석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료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다양한 이온화 방법
이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다.1-11 질량분석법은 천연물과 
인공합성물 등 물질의 분석이 필요한 분야(석유화학, 의
학, 음식, 환경, 법의학, 제약, 진단, 고분자 소재 등)에서
는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크로마토그래피와 연
결하여 분리된 각 성분의 화학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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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염소(Cl) 원자의 질량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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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방법이다.12-22 또한, 질량분석법은 우주 탐사에서
도 중요한 분석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23

2. 질량분석기의 구성

질량분석기의 기본 구성을 그림 2에 묘사하였다. 질량
분석기는 시료를 도입하는 시료주입 부분(inlet system), 

시료를 이온으로 만드는 이온화 부분(ionization source), 

생성된 이온을 m/z 값에 따라 분리하는 질량측정기
(mass analyzer), 질량측정기를 통과한 이온의 양을 측정
하는 검출기(detector), 그리고 신호처리 장치 등으로 이
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온은 반응성이 높아 다른 
화학종과 반응이 잘 일어나므로, 이온화 영역에서 생성
된 이온이 검출기에 무사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화
학종과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질량분석기는 기
본적으로 적절한 진공이 유지되는 진공 장치로 구성되
어 있다. 시료를 먼저 기화시켜 이온으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료 주입부부터 진공을 유지해야 

하나, 외부에서 이온을 생성시켜 질량측정기로 이온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질량측정기 앞 부분부터 진공을 유
지하면 된다.

이온화 방법은 3장에서 상세히 소개할 것이고 질량측
정기는 4장에서 상세히 소개할 것이다. 질량측정기를 
통과한 이온들은 그 양이 그다지 많지 않아 신호의 크기
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신호를 증폭하는 검출기를 사용해
야 한다. 전자증폭기(electron multiplier, EM)가 주로 질
량분석기에서 검출기로 사용된다. 전자증폭기는 이온의 
충돌에 의해 생성된 전자가 연속 충돌하여 전자의 수가 
급격히 증폭되게 하는 장치이다. 그림 3에 나팔관 형태
와 직선 형태의 전자증폭기의 전자 증폭 과정을 개념적
으로 나타내었다.

3. 이온화 방법

질량분석법에서는 다양한 이온화 방법이 사용되고 있
다.24 여기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온화 방법인 

Element Average weight Isotope Absolute weight Ratio (%)

Hydrogen 1.00797 1H 1.00783 99.984
2H (D) 2.0141 0.016

Carbon 12.01115 12C 12.0000 98.93
13C 13.00336 1.07

Nitrogen 14.0067 14N 14.0031 99.6
15N 15.0001 0.38

Oxygen 15.9994 16O 15.9949 99.76
17O 16.9991 0.20
18O 17.9992 0.04

Fluorine 18.9984 19F (only) 18.9984 100

Silicon 28.086 28Si 27.9769 92.21
29Si 28.9765 4.70
30Si 29.9738 3.09

Phosphorus 30.974 31P (only) 30.9740 100.00

Sulfur 32.064 32S 31.9721 95.08
33S 32.9715 0.74
34S 33.9679 4.18

Chlorine 35.453 35Cl 34.9689 75.47
37Cl 36.9659 24.53

Bromine 79.909 79Br 78.9183 50.51
81Br 80.9163 49.49

Iodine 126.904 127I 126.9040 100.00

표 1. 주요 원소의 동위원소 종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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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이온화(electron ionization, EI) 방법, 대기압이온화
(atmospheric pressure ionization, API) 방법, 매트릭스-

도움 레이저탈착이온화(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MALDI)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I 방법은 기체 시료에 가속된 전자를 충돌시켜 이온
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림 4).25 음극(-)인 텅스텐(W) 혹
은 레늄(Re) 필라멘트에 전기를 가하여 열전자를 발생
시켜 양극(+)으로 가속시킨다. 이때 가속 전압은 보통 
50 – 70 V/cm 이다. 일반 유기물의 이온화 에너지가 
20 eV 미만이므로 50 eV 이상의 에너지는 유기물 분자
를 이온화시키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여분의 에너지
에 의해 많은 조각 이온을 생성되어 분자 구조를 규명하
는데 도움을 준다. 가속된 전자가 유기물 분자와 충돌하
면, 유기물 분자의 최외각전자가 충돌에 의해 떨어져나
가 식(1)과 같이 양이온이 생성된다. 여기서 “M”은 분석
물 분자를 의미한다. 생성된 양이온은 양극인 반사전극

(repeller)에 의해 밀려 질량측정기로 이동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질량측정기 내로 보낼 때 이온들을 모아야 
하므로 이온 렌즈를 통과시킨다.

M + e- → M+. + 2e- (1)

그림 2. 질량분석기의 기본 구성. 출처: D. A. Skoog, F. J. Holler, and S. R. Crouch, “Principles of Instrumental Analysis”, 7th 
Ed., Thomson, USA, 2017.

   

그림 3. 전자증폭기의 기본 개념.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Electron_multiplier (왼쪽 그림),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Channeltron-single-channel-electron-multiplier-41_fig20_29757299 (오른쪽 그림).

그림 4. 전자이온화(electron ionization, EI)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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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방법은 액체 용액을 이온화시키는 방법으로 전
자분무이온화(electrospray ionization, ESI) 방법, 대기
압화학이온화(atmospheric pressure chemical ionization, 

APCI) 방법, 대기압광이온화(atmospheric pressure pho-

toionization, APPI)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대기압 조건
에서 이온을 만든 후 생성된 이온을 질량분석기로 도입
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이온보다 중성 분자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성 분자를 제외한 생성된 이온만을 
질량분석기로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API 장치와 질
량분석기는 직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림 5). API 

방법을 사용하면, 분석물의 특성과 이온화 방법에 따라 
생성된 이온이 양이온일수도 있고 음이온일수도 있다. 

혹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함께 생성될 수도 있다. 양이온
을 검출하는 경우에는 이온 도입부에 음전압을 걸어 양
이온만을 질량분석기로 도입할 수 있으며, 음이온을 분
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온 도입부에 양전압을 걸어 
음이온만을 질량분석기로 도입할 수 있다.

ESI 방법은 액체 용액에 전기를 가하여 액체 상태에서 

이온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림 6).26 액체 용액에 고전압
(1 kV 이상)을 가하면, 액체 상태에서 분석물이 이온화
된다. 분석 용액의 이온화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세
관 끝에서 나오는 분석 용액이 뾰족한 형태로 되는 이른
바 테일러 콘(Taylor cone)을 형성한다. 분무된 용액 방
울에는 하전된 분석물과 용매가 있으며, 이들은 정전기
적 반발과 용매의 휘발에 의해 더 작은 방울로 되는 과정
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분석물 이온에 붙은 용매 분자들
이 모두 탈착되고 분석물 이온이 질량분석기로 도입된
다. 실제로는 용매 분자가 흡착된 형태의 분석물 이온도 
검출되는 경우가 있다.

ESI 방법은 분석물 액체 용액에 전기가 통해야만 이온
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용액은 반드시 전해질이어야 한
다. 따라서, ESI 방법을 사용하여 질량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분석물은 물에 용해되거나 극성 용매에 용해될 수 
있는 극성 물질이어야 한다. 분석 용액의 전도도를 높여 
이온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활성염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 API-MS의 이온 도입 부분 구성도. 양이온 주입(위 그림)과 음이온 주입(아래 방식) 방식의 개념도.

그림 6. 전자분무이온화(electrospray ionization, ESI)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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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I 방법은 분석물이 포함된 액체 용액을 가열기
가 있는 고온 영역(heating zone)을 통과시켜 기화시킨 
후 이온화 과정이 진행된다.27 기화된 분석물과 용매 분
자들에 코로나방전(corona discharge)으로 전자를 충돌
시킨다. 용매 분자의 수가 분석물 분자의 수보다 월등
히 많기 때문에 용매 분자가 먼저 이온화된다. 용매 분
자 이온이 분석물 분자와 반응하여 화학적 이온화
(chemical ionization)가 이루어져 분석물 이온이 생성
된다. 화학적 이온화는 식(2)와 같은 전자이동반응이나 
식(3)과 같은 양성자이동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식(2)

와 식(3)에서 “S”는 용매 분자를 의미한다. APCI 과정

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어느 정도 열안정성이 있는 
물질이면 APCI 방법으로 질량분석이 가능하다.

S+. + M → M+. + S (2)

SH+ + M → MH+ + S (3)

APPI 방법은 APCI 방법과 유사하다. 다른 점은 이온
화 에너지원으로 코로나방전 대신 자외선 광원을 사용
한다는 것이다.28 그림 8에 APPI 과정을 나타내었다. 기
화된 시료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이온을 생성시키는데, 

분석물 분자 자체가 자외선을 잘 흡수하는 경우에는 이

그림 7. 대기압화학이온화(atmospheric pressure chemical ionization, APCI) 방법.

그림 8. 대기압광이온화(atmospheric pressure photoionization, APPI)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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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 효율이 매우 우수하다. 용매 분자가 자외선을 잘 

흡수하면, APCI와 동일하게 화학적 이온화가 진행되어 
분석물 이온이 형성된다. 분석물과 용매가 자외선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면, 자외선 흡수를 잘 하는 별도의 첨가
물을 사용하여 첨가물 이온과 분석물 간의 화학적 이온
화 과정을 통하여 분석물 이온을 만든다. APPI 방법은 
자외선을 잘 흡수하고 비교적 열적으로 안정한 화학종
의 분석에 유리하다. 예를 들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olyaromatic hydrocarbon, PAH) 화합물의 분석에는 
다른 이온화 방법보다 APPI 방법이 적절하다.

MALDI 방법은 분석물을 매트릭스와 혼합하여 용액 
상태로 제조한 후 레이저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다.29 그림 9에 MALDI 과정을 나타내었다. 레이저를 수
십 나노 초의 펄스로 조사하면,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
로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열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고온의 열에너지에 의해 고체상 
시료가 탈착되고 이온화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다. 생성된 이온은 추출 그리드(extraction grid)를 통해 
질량분석기로 도입된다. 양이온을 분석하려면 추출 그
리드에 음전압을 가하면 되고, 음이온을 분석하는 경우
에는 양전압을 가하면 된다.

MALDI에서는 적절한 매트릭스를 선정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매트릭스의 선정 기준은 사용하는 레이저
의 파장을 잘 흡수하고 분석물과의 잘 섞여야 한다. 표 
2에 MALDI에서 사용하는 주요 매트릭스와 이를 사용
하는 주요 분석물, 그리고 해당 매트릭스와 분석물을 
희석할 때 사용하는 용매의 종류를 제시하였다. MALDI

에서 사용하는 레이저는 주로 질소 레이저(337 nm)와 
같은 자외선 레이저이므로, 사용하는 주요 매트릭스의 
화학구조는 자외선 파장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벤젠 고리 

그림 9. 매트릭스-도움 레이저탈착이온화(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MALDI) 방법. 
출처: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A-schematic-of-matrix-assisted-laser-desorption-ionisation-source-adapted
-from_fig10_261508458.

Matrix Solvent Sample

Sinapinic acid Acidified water Peptide, Protein

Sinapinic acid Pure water Peptide, Polymer, Oligonucleotide

Gentisic acid Acidified water Peptide, Glycoprotein

Gentisic acid (90%)/
Methylsalicylic acid (10%)

Pure water Peptide, Glycoprotein, Oligomer, Oligonucleotide

-Cyano-4-hydroxy-cinnamic acid Acidified water Peptide, Protein, Glycoprotein

-Cyano-4-hydroxy-cinnamic acid Pure water Polymer

o-Nitrophenyl octyl ether Organic solvent Nonpolar polymer

표 2. MALDI-MS에서 사용하는 주요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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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이다. 극성이 낮은 고분자 물질을 분석하는 경우
에는 매트릭스는 고분자 물질과의 혼용성이 우수한 비
교적 극성이 낮은 화합물을 사용하며 용매도 극성이 낮
은 유기 용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MALDI 분석에서 시료 준비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분석물과 매트릭스 그리고 용매를 사용하여도 
시료 준비 방법에 따라 질량 스펙트럼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에너지 세기와 보관 기간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시료 준비 방법이 사용되
고 있으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건조방울
(dried droplet) 방법과 샌드위치(sandwich) 방법이다. 건
조방울 방법은 매트릭스 용액과 분석물 용액 그리고 양
이온화제(cationizing agent) 용액을 각각 제조한 후 혼합
하여 MALDI용 시료 용기에 방울로 떨군 후 용매를 휘
발시켜 제거하여 시료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양이온화
제는 분석물의 양이온 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하
는 금속염이다. 샌드위치 방법은 먼저 매트릭스 용액을 
시료 용기에 방울로 떨구고 건조시킨 후, 그 위에 분석물 
용액을 떨구어 건조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양이온화제 
용액을 떨구어 건조시켜 시료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레
이저의 조사 에너지 세기와 시료의 건조 조건 등에 따라
서도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4. 질량측정기(mass analyzer)

‘mass analyzer’를 번역하면 ‘질량분석기’이므로 ‘mass 

spectrometer’와 동일하게 번역되어 혼동될 우려가 있다. 

질량분석기 중 특별히 ‘mass analyzer’만을 얘기할 때는 
‘질량측정기’로 기술하였으며 그 외에는 ‘질량분석기’로 
기술하였다.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질량측정기로는 

비행시간 질량분석기(time-of-flight mass spectrometer, 

TOFMS), 사중극자 질량분석기(quadrupole mass spec-

trometer, QMS), 자기장 질량분석기(magnetic sector 

mass spectrometer), 이온포획 질량분석기(ion trap mass 

spectrometer), 후리에변환 질량분석기(Fourier trans-

form mass spectrometer, FTMS)가 있다.30-36

비행시간 질량분석기는 그 원리가 간단하다. 이온들
을 일정한 전압으로 밀어주어 검출기에 도달할 때까지
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m/z 값이 작은(동일한 전하
수인 경우에는 질량이 낮은) 이온부터 순차적으로 검출
기에 도달하여 분리된다 (그림 10). 이온을 가속시키기 
위해 걸어준 전압을 ‘V’라 하면 이온의 비행속도는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n은 이온의 전하 수이고 
m은 이온의 질량이다. 이동관(drift tube)의 길이(L)가 
이온의 비행거리이므로 이온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
(t)은 식(5)와 같이 표현된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비행
시간 질량분석기의 이동관의 길이는 보통 수십 센티미
터 정도이다. 이온 반사기(reflectron)를 설치한 비행시간 
질량분석기(reflectron TOFMS)를 사용하면 분해능이 
우수한 질량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31

v = (2neV/m)1/2 (4)

t = L/v = L(m/2neV)1/2 (5)

사중극자 질량분석기는 동일한 4개의 전도성 원형 막
대 전극으로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이다. 4개의 전극에 
직류와 교류 전압을 가해주는데, 마주 보는 전극끼리 
동일한 극성의 직류 전압을 가한다 (그림 11). 이온은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다. 양이온인 경우에는 양극(+)에 
의해 밀려 사중극자의 중앙으로 움직이게 되고 음극(-)

그림 10. 비행시간 질량분석기(time-of-flight mass spectrometer, TOFMS). 
출처: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The-mechanism-of-ions-separation-in-the-time-of-flight-TOF-mass-
analyzer_fig6_3290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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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당겨져 사중극자의 중앙을 벗어나게 된다. 여기
에 교류가 더해지면 교류의 위상과 세기에 따라 사중극
자 내 공간에서만 움직이기도 하고 이를 벗어나기도 한
다. 따라서, 어떤 m/z 값을 갖는 이온은 특정한 전기장 
하에서만 사중극자 내 공간에서 운동하게 되어 검출기
에 도달할 수 있다. 직류와 교류 전압을 변화시키면, m/z 

값에 따라 이온들을 분류하여 검출할 수 있다.

그림 12와 같이 이온이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면 이온
이 자기장 방향(N극→S극)과 이온의 진행 방향에 대해 
직각 방향으로 힘을 받아 이온의 이동 궤적이 달라지는
데, 이를 이용하여 이온을 분리하는 기기가 자기장 질량
분석기이다. m/z 값이 작은 이온일수록 자기장에 의해 
휘어지는 정도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면 검출기에 도달하는 궤적을 갖는 이온의 m/z 

값이 결정되어 m/z 값에 따라 이온을 분리하여 검출할 
수 있다.

이온포획 질량분석기는 이온을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이용하여 가두어 놓고 이온을 순차적으로 방출하여 분
리하는 방식이다. 그림 13은 시판되고 있는 이온포획 
질량검출기의 단면으로, 고리 전극(ring electrode)에 가
하는 가변성 라디오 주파수 전압을 증가시켜 가둔 이온
들을 m/z 값에 따라 방출하여 검출한다.

FTMS는 현존하는 질량측정기 중 분해능이 가장 우수
한 것으로 자기장 내에 있는 이온들의 사이클로트론 공
명(ion cyclotron resonance, ICR) 현상을 이용한 것이
다.35 이온 사이클로트론 공명 현상을 이용한 질량분석
기이므로 ICR-MS라고도 한다. 이온 사이클로트론 공명 
주파수(w)는 식(6)과 같다.

w = neB/m (6)

여기서 B는 자기장 세기이다. 자기장 내에 있는 이온
에 공명주파수를 걸어주면 해당 이온은 사이클로트론
(회전) 운동을 하게 되고, 검출기 전극에는 교류가 흐르
는 것으로 검출된다 (그림 14). 따라서 특정 주파수에 
공명을 일으키는 이온의 양이 많을수록 검출되는 전류 
값은 커지게 된다. 공명 주파수를 순차적으로 변화시키
면서 이온들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
요되는데, 후리에 변환을 적용하면 검출하고자 하는 이
온들의 m/z 값 범위 내 주파수를 한번에 조사하여 검출
할 수 있으므로 분석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고 존재시간(lifetime)이 짧은 화학종의 검출에도 
유용하다. FTMS의 또 다른 장점은 특정 이온만을 가
두어 놓고 화합물의 분자 구조 분석을 위한 조각화

그림 11. 사중극자 질량분석기(quadrupole mass spectrometer,
QMS). 
출처: D. A. Skoog, F. J. Holler, and S. R. Crouch, “Principles 
of Instrumental Analysis”, 7th Ed., Cengage Learning, USA,
2017.

그림 12. 자기장 질량분석기(magnetic sector mass spec-
trometer)의 기본 원리: 이온이 자기장(B)을 통과할 때 받는 힘의 
방향(FM).

그림 13. 이온포획 질량분석기(ion trap mass spectrometer).
출처: D. A. Skoog, F. J. Holler, and S. R. Crouch, “Principles 
of Instrumental Analysis”, 7th Ed., Cengage Learning, U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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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mentation) 과정을 진행하거나 특정 분자와의 반응
(이온-분자 반응)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36

5. 분석 예

고무와 고무 첨가제를 질량분석법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료 주입방법, 시료 처리방법, 그리고 질량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또한, 다중 질량분석기
(MSn)를 이용한 질량분석 방법도 소개하였다. 노화방지
제, 가황촉진제, 레진, 액상 고무 등의 질량 스펙트럼을 

제시하였다. 분자량이 비교적 작아 휘발성이 어느 정도 
있는 노화방지제와 가황촉진제의 경우에는 EI 질량 스
펙트럼의 해석에 대해 설명하였고, 분자량이 비교적 큰 
레진과 액상 고무의 경우에는 API나 MALDI를 이온화 
방법으로 사용하여 얻은 결과를 소개하였다.

노화방지제로는 대표적으로 N-isopropyl-N'-phenyl- 

p-phenylenediamine (IPPD)와 N-(1,3-dimethylbutyl)-N' 

-phenyl-p-phenylenediamine (HPPD)를 예로 들어 MS 

library를 사용하는 방법과 피크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
였다. 가황촉진제로는 대표적으로 mercaptobenzothia-

그림 14. 후리에변환 질량분석기(Fourier transform mass spectrometer, FTMS). 
출처: D. A. Skoog, F. J. Holler, and S. R. Crouch, “Principles of Instrumental Analysis”, 7th Ed., Cengage Learning, USA,
2017.

그림 15. N-Isopropyl-N′-phenyl-p-phenylenediamine (IPPD), N-(1,3-dimethylbutyl)-N′-phenyl-p-phenylenediamine 
(HPPD), mercaptobenzothiazole (MBT), N-cyclohexyl-2-benzothiazole sulfenamide (CBS)의 화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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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le (MBT)과 N-cyclohexyl-2-benzothiazole sulfena-

mide (CBS)의 EI 질량 스펙트럼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화학 구조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저분자량 화합물의 
EI 질량 스펙트럼은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되어 있는 경
우가 많아 적절한 MS library를 선정하여 사용하면 어렵
지 않게 해당 질량 스펙트럼을 해석할 수 있다. MS li-

brary에 분석물의 질량 스펙트럼이 저장되어 있으면, 

MS library 검색을 통해 분석물의 질량 스펙트럼과 가장 

유사한 질량 스펙트럼의 순서로 검색 보고 결과를 제시
한다. 검색 결과 창에 보면 ‘Quality’ 혹은 ‘Matching 

Quality’라는 제목의 항에 표기된 숫자는 분석물의 질량 
스펙트럼과 검색한 결과의 질량 스펙트럼과의 일치도를 
나타낸 것으로 95% 이상인 경우는 신뢰할 수 있으나 
90%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물질일 가능성이 크므로 참
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6은 노화방지제 
IPPD의 EI 질량 스펙트럼을 MS library로 검색한 결과

그림 16. IPPD의 EI 질량 스펙트럼과 MS library 검색 결과.

그림 17. HPPD의 EI 질량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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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 것으로 Matching Quality가 95% 이상으로 
분석물의 질량 스펙트럼과 MS library 검색 결과 제시한 
질량 스펙트럼이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MS library 검색 결과 Matching Quality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질량 스펙트럼을 해석해야 한다. 노화방지제 
HPPD를 예로 들어 질량 스펙트럼 해석을 간단히 소개
한다. 그림 17은 HPPD의 EI 질량 스펙트럼으로 주요 
조각이온들은 m/z 253과 m/z 211이다. 이들은 HPPD 

분자 이온(m/z 268)이 깨져 생성된 것들로 질량 차이
(Dm/z)가 각각 15와 57이다. Dm/z = 15인 경우는 메틸
기(CH3)가 유일하므로 m/z 253 조각이온의 검출은 메틸
기의 존재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8). m/z 253 조각이
온은 안정된 암모늄 이온을 형태를 갖는다. Dm/z = 57은 
탄화수소인 경우에는 C4H9이고 포화탄화수소이다. 따
라서 m/z 211 조각이온의 검출은 부틸기가 있음을 의미
하며 m/z 211 조각이온도 그림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된 암모늄 이온 형태를 갖는다. 미지 시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 MS library 검색 결과도 우수
하지 않으면, 질량 스펙트럼만으로는 화학구조를 정확
히 규명하기는 쉽지 않고 원소 분석과 NMR 분석 등과 
병행해야 보다 정확한 분자 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

그림 19는 MBT의 EI 질량 스펙트럼으로, 분자 이온
(m/z 167)과 주요 조각이온들(m/z 135, 123, 109, 108)을 
볼 수 있다. 조각이온 m/z 135, 123, 109, 108은 분자 
이온과 Dm/z = 32, 44, 58, 59로 이는 분자 이온에서 
S, CS, NCS, HNCS가 빠져 생성된 것들이다. 그림 20은 
CBS의 EI 질량 스펙트럼으로, 분자 이온(m/z 264)과 주

그림 18. HPPD의 쪼개짐 형태.

그림 19. MBT의 EI 질량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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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조각이온들(m/z 182, 167, 98)을 볼 수 있다. 조각이온 
m/z 182는 분자 이온의 재배열에 의해 cyclohexene이 
빠져 생성된 것이다. 조각이온 m/z 167은 CBS의 benzo-

thizole과 amide를 연결하는 S-N 결합이 끊어져 생성된 
MBT 이온이다. 조각이온 m/z 98은 분자 이온의 재배열
에 의해 amide 부분에서 생성된 cyclohexyl ammonium 

이온이다. 주요 조각이온들을 조합하여 분자의 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

고무배합물 제조에는 레진 점착제, 보강성 레진, 레졸 

가교제 등 다양한 페놀계 레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페놀 유도체와 알데히드를 이용하여 합성한다. 이들 레
진계 화합물은 미반응 단량체부터 여러 개 페놀 유도체
가 연결된 올리고머까지 분자량 분포가 비교적 넓어 크
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분석하기 곤란하다. 이들 페
놀계 레진은 페놀 유도체의 알코올기가 약산성이어서 
APCI-MS의 음이온 방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37-39 그
림 21은 가교제로 사용하는 레졸 레진의 APCI-MS 음이
온 질량 스펙트럼으로, 미반응 단량체부터 알킬페놀이  

그림 20. CBS의 EI 질량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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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레졸 레진의 APCI-MS 음이온 질량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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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레졸 레진 트리머의 가능한 화학 구조. 첫 두 글자(Tr)는 trimer를 뜻하는 것이고, 가운데 두 글자는 연결 부위로 M은 methylene이고
E는 ether를 의미하며, 마지막 두 글자는 말단기 표기로 A는 alcohol, H는 hydrogen, K는 ketone (aldehyde), Q는 quinone을 의미한다.

그림 23. 레졸 레진의 APCI-MS 음이온 질량 스펙트럼 중 트리머 확대 부분 질량 스펙트럼. 표기한 영문 두 글자는 말단기 표기로 A는
alcohol, H는 hydrogen, K는 ketone (aldehyde), Q는 quinone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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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연결된 헥사머(hexamer)까지 넓은 영역의 분자량 
분포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교제로 사용하는 레졸 
레진은 말단기가 메틸올(-CH2OH)로 되어 있어야 가교 
결합이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레졸 원재료에는 다
양한 말단기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알킬 페놀을 연결하
는 부위도 메틸렌(-CH2OH-)과 이써(-CH2OCH2-) 2 가
지가 존재한다. 그림 22에 레졸 레진 트리머(trimer)의 
가능한 구조를 제시하였다. 그림 23은 그림 21의 질량 
스펙트럼 중 트리머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대하여 나타
낸 것으로 말단기 종류를 표기하였다.

MALDI-MS를 이용하면 분자량이 큰 고분자 물질을 
분석할 수 있으나, 평균 분자량이 수십만 이상인 고무
를 분석하기에는 실제로 곤란하다. 고무 중에는 분자량
이 수천 정도의 액상 고무가 있다. 액상 고무는 매트릭
스와 양이온화제를 적절히 선택하면 어렵지 않게 
MALDI-MS로 분석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40 

그림 24는 액상 부타디엔 고무(BR)의 MALDI 질량 스
펙트럼으로 BR의 단량체인 부타디엔(butadiene) 질량
인 Dm/z 54 단위로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 물질의 분자량은 크기배재크로마토
그래피(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SEC 혹은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로 분석하나, 대략적
인 평균 분자량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MALDI-MS를 
이용하면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확한 분자량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말단기나 불순물의 존재도 파
악할 수 있다.

여러 세트의 질량분석기를 연결한 병렬 질량분석기
(tandem MS) 중 대표적인 것이 사중극자 질량분석기 
3 세트가 병렬로 연결된 삼중 사중극자 질량분석기
(triple QMS)이다 (그림 25).41 이온원에서 생성된 이온
은 빠른 속도로 질량분석기로 이동하는데, 첫 번째 사중
극자 질량분석기(Q1)에서 일정한 전기장을 유지하여 특
정한 m/z 값을 갖는 이온만을 통과시킨다. 두 번째 사중
극자 질량분석기(Q2)에서는 질소와 알곤 등 불활성 기
체를 수 torr 정도 공급하여 Q1을 통과한 이온이 이들과 
충돌하여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나므로 
충돌 셀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사중극자 질량분석기
(Q3)에서는 충돌 셀(Q2)을 통과하면서 분해된 조각이온

그림 24. 액상 BR의 MALDI 질량 스펙트럼.

그림 25. 삼중 사중극자 질량분석기의 개념도(triple Q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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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N-Nitrosamine의 종류.

출처: M. I. Santillana, J. Bustos, and M. T. Nieto, “Prospective study of N-nitrosamines and N-nitrosatable substances
in rubber and silicone teats and soothers”, AECOSAN, 27, 95-106 (2017).

그림 26. 표준 N-nitrosamine의 LC-MS/MS 크로마토그램. 
출처: S.-J. Park, M.-J. Jeong, S.-R. Park, J. C. Choi, H. Choi, and M. K. Kim, “Release of N-nitrosamines and N-nitrosatable
substances from baby bottle teats and rubber kitchen tools in Korea”, Food Sci. Biotechnol., 27, 1519-15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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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분리하여 검출한다. 결과적으로 Q1에서 선택된 이
온이 어미 이온(mother ion)이 되어 이에 대한 질량 스펙
트럼을 얻게 되고, 이를 해석하면 어미 이온의 분자 구조
를 규명할 수 있다.

고무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다양한 가교제의 분해산
물로 다양한 N-nitrosamine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표 3에 주요 N-nitros-

amine의 종류와 특성을 제시하였다. N-Nitrosamine 중 
일부는 구조가 유사하고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도 
잘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병렬 질량분석기를 
사용하여 특정 이온의 구조를 분석하여 구별할 수 있다. 

그림 26은 LC-MS/MS를 사용하여 N-nitrosamine을 분
석하여 얻은 결과인 크로마토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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