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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란 혼합물을 분리하
는 분석방법으로 20 세기 초 러시아의 식물학자 Tswett

이 클로로필과 크산토필과 같은 식물성 염료를 분리하
기 위해 발명하였다. ‘Chromatography’의 어원은 개개
의 성분으로 분리된 식물성 염료가 색을 띤 띠로 나타난 
것에 착상하여 색을 기록한다는 의미의 ‘chroma’ (색)와 
‘graphein’ (기록)을 합친 그리스어의 합성어이다. 분리 
분석방법은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이고 분리 
분석기기는 크로마토그래프 (chromatograph)이므로 구
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혼합물이 분리되는 원리는 혼합
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정지상(stationary phase)

에 머무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다. 분석 혼합물은 이
동상(mobile phase)에 의해 정지상을 통과하며, 이 때 
정지상에 오래 머무는 화학종이 느리게 나오고 정지상
에 잘 머무르지 않는 화학종이 빨리 빠져 나온다. 크로
마토그래피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이동상의 물리적 상
태에 의해 분류된다. 이동상이 기체인 것을 기체 크로
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GC)라 하고, 이동상이 
액체인 것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

raphy, LC)라 하며, 이동상이 초임계유체인 것을 초임
계유체 크로마토그래피(supercritical fluid chromatog-

raphy, SFC)라 한다. 검출기를 통해 검출된 각 성분의 
양을 전기 신호로 받아 x-축은 분석물의 머무름 시간
(retention time)으로 y-축은 신호 세기로 도식한 것을 

크로마토그램(chromatogram)이라 한다.

이번 총설에서는 이중 이동상이 기체인 GC에 해 
소개한다. GC는 이동상이 기체이므로 분석물도 기체 상
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GC는 300oC 이하에서 증기압이 
어느 정도 높은 저분자량 혼합물의 분리에 사용되고 있
다. 고무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 유기물 첨가제 부
분을 GC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GC는 고무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유기물 첨가제의 순도 분석은 물론이
고 고무 배합물과 가교물에 있는 유기물을 추출하여 그 
성분과 함량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1

2. GC의 기기 구성

기체 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GC)는 이동
상 기체(carrier gas), 시료주입구(injector), 오븐(oven), 

컬럼(column, 분리관), 검출기(detector), 데이터 처리장치
(data analysis)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 GC 검출기로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 MS)를 사용하면,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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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GC에 MS를 
연결한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as chromato-

graph/mass spectrometer, GC/MS)의 모식도이다.

이동상 기체는 고순도 고압 가스를 사용하며, 압력조
절기(pressure regulator)와 유량계(flowmeter)를 사용하
여 흐름 속도(flow rate)를 조절한다. 그림 3은 GC의 시
료주입구 도면이다. 보통 액체 시료 용액을 시료주입구
를 통해 주입하는데, 시료를 기화시키기 위해 시료주입
구에는 가열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통 200oC 이상의 
온도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이동상 기체의 압력은 기
압보다 높으며, 액체 시료가 기화되면 압력이 증가하므
로 시린지를 꽂는 부분에는 격막(septum)을 설치하여 
외부와 차단시킨다. 모세관 컬럼(capillary column)을 사
용하는 경우, 액체 시료의 주입량은 보통 1 mL이다. 기
화된 시료는 이동상 기체에 의해 컬럼으로 이동된다. 

기체 시료인 경우에는 시린지를 통해 바로 주입하여 사
용한다.

컬럼은 오븐 내에 장착한다. 그림 4는 컬럼이 장착된 

GC 오븐의 모습이다. 오븐의 내부 크기는 분석에 필요
한 크기의 컬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임의의 일정온
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열기구, 온도 조절기구, 온도 측
정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오븐의 온도 조절 정밀도는 
150oC에서 ±0.5oC 이다.

3. 검출기

검출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1) 우
수한 감도(10–8 – 10–12 g), (2) 안정성과 재현성, (3) 높은 
직선적인 감응 범위(보통 10의 수 제곱 승, 10n), 그리고 
(4) 흐름속도와 무관한 빠른 감응 시간 등을 들 수 있다. 

GC 검출기의 종류는 다양하나, 본 총설에서는 주로 사

그림 1. 기체 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 GC)의 모
식도. 
출처: E. Chae and S.-S. Choi, Elast. Compos., 54, 188 
(2019).

그림 2.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 
mass spectrometer, GC/MS)의 구성. 
출처: E. Chae and S.-S. Choi, Elast. Compos., 54, 188 
(2019).

그림 3. GC의 시료주입구(injector). 
출처: D. A. Skoog, F. J. Holler, and S. R. Crouch, “Principles 
of Instrumental Analysis”, 6th Ed. p. 791, Thomson, USA, 
2007.

그림 4. 모세관 컬럼이 장착된 GC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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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표적 검출기 4가지(불꽃이온화 검출기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열전도도 검출기(th-

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 전자포획 검출기
(electron capture detector, ECD), 질량분석검출기(mass 

spectrometric detector, MSD)를 소개한다. FID, TCD, 

ECD는 단지 시료의 양만을 검출하는 정량 분석에만 이
용되나, MSD는 분리된 개개의 성분을 규명할 수 있는 
정성분석도 할 수 있다.

FID (그림 5)는 GC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출
기이다. 연료로 수소를 사용하고 산화제로 공기를 사용
한 수소-공기 불꽃에서 분석물이 열분해 될 때 전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자와 이온이 만들어진다. 주로 탄화수
소 화합물이 수소 불꽃에서 열분해되어 CHO+가 생성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D는 탄화수소계 물질의 검출에 
유용하다. 동일 몰 수의 분석 물질인 경우, 탄소의 수와 
수소의 수가 많을수록 감도가 우수하다. 예를 들면, 프로
판(C3H8), 에탄(C2H6), 에틸렌(C2H4), 아세틸렌(C2H2), 메
탄(CH4)이 동일한 몰 수로 섞여있는 혼합물을 분리하였
을 때, 봉우리(피크, peak) 세기의 순서는 프로판 >> 에탄 
> 에틸렌 > 아세틸렌 >> 메탄이다. FID로 검출할 수 
없는 화학종은 탄화수소계가 아닌 것으로 표적으로 
H2O, CO2, SO2, NOx 등을 들 수 있다.

TCD (그림 6)는 물질의 열전도도 차이를 이용하여 
검출하는 방식이다. TC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동상 

기체로 헬륨(He)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헬륨의 열전
도도가 부분의 유기화합물의 열전도도보다 5 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수소(H2)가 헬륨보다 열전도도가 높으나 
반응성과 폭발성 등으로 인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헬륨만 TCD를 통과할 때의 열전도도와 분리된 분석물
이 혼합된 경우의 열전도도의 차이로 분석물의 존재와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다. TCD의 장점은 시료를 파괴하
지 않는다는 것으로, GC를 이용하여 혼합물 중 특정 
성분을 분취하고자 할 때는 검출기로 TCD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ECD (그림 7)는 유기 분자가 전자를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염소(Cl)와 같은 할로젠(halogen) 

원소가 포함된 유기물(살충제와 환경 시료 등)의 분석에 
유용하다. 전자 발생원으로 b-선(전자)을 안정적으로 방
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므로 방사능에 주의하
여야 한다. 주로 반감기가 약 100년인 63Ni을 전자 발생

그림 5. 불꽃이온화 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출처: D. A. Skoog, F. J. Holler, and S. R. Crouch, “Principles 
of Instrumental Analysis”, 6th Ed. p. 794, Thomson, USA,
2007.

그림 6. 열전도도 검출기(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 
출처: D. A. Skoog, F. J. Holler, and S. R. Crouch, “Principles 
of Instrumental Analysis”, 6th Ed. p. 794, Thomson, USA, 
2007.

그림 7. 전자포획 검출기(electron capture detector, TCD). 
출처: D. A. Skoog, F. J. Holler, and S. R. Crouch, “Principles 
of Instrumental Analysis”, 6th Ed. p. 795, Thomson, US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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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사용한다. 63Ni이 b-선을 방출하면 63Cu이 된다 
(63Ni → 63Cu + b).

GC/MS에서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MS는 사중극자 
질량분석기(quadrupole mass spectrometer)이다. 사중극
자 질량분석기는 4개의 동일한 원형 전극으로 이루어졌
으며, 직류와 교류 전압을 걸어주며 마주 보는 전극에는 
동일한 극성의 직류 전압을 가해준다. 이온화 방법으로
는 전자 이온화 방법을 사용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 총설인 ‘질량분석법(MS)을 이용한 고무 소재의 원
재료 분석 기법’5을 참고하기 바란다. 

4. 컬럼

GC에서 사용하는 컬럼은 보통 금속관에 정지상을 채
운 충전 컬럼(packed column)과 석영 모세관을 사용한 
모세관 컬럼(capillary column)으로 분류된다. 현재 분석
용으로는 부분 모세관 컬럼을 사용하고 있으며, 충전 
컬럼은 분별 채취 등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모세관 컬럼에 해서만 소개하였다. 모
세관 컬럼은 충전되지 않고 비어 있는(중앙이 열려 있
는) 열린 모세관으로 벽도포 열린 모세관 컬럼(wall 

coated open tubular column, WCOT), 다공성층 열린 모
세관 컬럼(porous layer open tubular column, PLOT), 

지지도포 열린 모세관 컬럼(solid support coated open 

tubular column, SCOT)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8). 

모세관 컬럼의 길이는 10 m 이상이고, 내경은 1 mm 

이하이다.

WCOT 컬럼은 컬럼 내부를 정지상으로 얇게 도포한 
모세관 컬럼으로, 정지상 막의 두께는 0.1 – 5 mm 정도

이다. PLOT 컬럼은 컬럼 내벽에 다공성 고정상 고체를 
부착하여 표면적을 크게 한 것이다. 정지상이 코팅되어 
있지 않으나 표면적이 커서 분석물이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으며, 주로 저분자량 탄화수소 화합
물의 분리에 사용된다. SCOT 컬럼은 모세관 내부 표면
을 정지상이 코팅된 고체 지지체를 부착시킨 것으로 
WCOT 컬럼보다 정지상이 도포된 면적이 커서 WCOT 

컬럼과 PLOT 컬럼의 장점을 합친 효과를 나타낼 수 있
다. 그림 9는 WCOT 컬럼의 단면으로 내경 1 mm 이하의 
석영(fused silica)으로 열린 모세관을 제조하였고, 컬럼 
내벽이 정지상으로 코팅되어 있고, 컬럼 외부는 내열성 
고분자인 폴리이미드(polyimide)로 코팅된 구조로 되어 
있다.

정지상은 휘발성이 낮고 열적으로 안정하고 화학적으
로 비활성이어야 한다. 정지상으로는 polysiloxane이 주
로 사용된다. Polysiloxane의 극성은 치환기(R과 R’)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10). 이동상 기체는 분석물
과 상호작용 없이 분석물을 이동시키는 역할만 한다. 

일반적으로 컬럼의 극성은 분석물의 극성과 유사한 것
을 사용한다. 치환기가 모두 메틸(methyl, -CH3)인 poly-

그림 8. GC 모세관 컬럼의 종류. WCOT (wall coated open
tubular column, 벽도포 열린 모세관 컬럼), PLOT (porous 
layer open tubular column, 다공성층 열린 모세관 컬럼), SCOT
(solid support coated open tubular column, 지지도포 열린
모세관 컬럼). 
출처: https://community.asdlib.org/imageandvideoexcha
ngeforum/2013/08/01/gas-chromatography-columns/

그림 9. GC 모세관 컬럼(WCOT)의 구성. 
출처: https://thetruthaboutforensicscience.com/the-top-
2-problems-seen-with-gas-chromatography-bac-result
s/gc-column-inside/

그림 10. GC 모세관 컬럼의 정지상에 사용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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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thylsiloxane (PDMS)인 경우에는 비극성이며 내열
성이 가장 우수하다. 정지상이 PDMS인 경우에는 비극
성 화합물을 분리할 때 유용하다. 컬럼에 극성을 약간 
부여할 때는 메틸기 신 페닐기(phenyl, -C6H5)로 일부 

체한 정지상을 사용한다. 페닐기의 함량이 높을수록 
정지상의 극성은 증가한다. Polysiloxane의 극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치환기로 프로필 시안(cyanopropyl, 

-CH2CH2CH2CN)을 사용한다. 극성이 매우 높은 정지상
으로는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을 
들 수 있다.

5. 컬럼의 종류가 분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적절한 컬럼의 선정이 성공적으로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컬럼의 극성, 즉 정
지상의 극성은 분석물의 극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한 정지상을 사용하여도 컬럼의 
길이, 컬럼의 내경, 그리고 코팅 두께에 따라 분리능과 
머무름 시간이 달라진다.

그림 11은 동일한 정지상의 컬럼을 사용하였을 때 컬
럼 길이가 길어지면서 분리 능력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
준다. 컬럼의 내경은 0.32 mm이고 정지상 코팅 두께는 
0.25 mm로 동일하다. 그림 11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컬럼 길이가 15 m에서 30 m, 60 m로 길어질수록 머무름 
시간이 길어지고 분리는 잘 되나 봉우리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는 정지상, 컬럼 길이, 정지상 
코팅 두께는 동일하지만, 컬럼 내경이 0.32 mm에서 0.25 

mm로 작아지면, 머무름 시간은 길어지지만 분리능은 
향상된다. 정지상 코팅 두께도 분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13). 정지상 코팅 두께가 두꺼워지면, 머무름 시간
은 길어지지만 분리능은 향상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정지상인 컬럼이어도 컬럼의 길이, 

컬럼의 내경, 그리고 정지상 코팅 두께에 따라 분리능과 
머무름 시간이 달라지므로, 적절한 컬럼 선정 시 정지상
의 종류를 먼저 결정한 후에는 컬럼의 길이와 내경, 정지
상 코팅 두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컬럼의 
선정 방법으로는 분석 상 시료를 분리한 실험 결과를 
보고한 문헌에서 사용한 컬럼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여건에 맞게 미세 조정하는 것이다.

그림 11. GC 컬럼 길이가 분리에 미치는 영향. 컬럼 내경 0.32 
mm, 코팅 두께 0.25 mm. 
출처: D. C. Harris,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8th 
Ed. p. 568, Freeman, USA, 2010.

그림 12. GC 컬럼 내경이 분리에 미치는 영향. 컬럼 길이 15 m,
코팅 두께 0.25 mm. 
출처: D. C. Harris,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8th 
Ed. p. 567, Freeman, USA, 2010.

그림 13. GC 컬럼의 정지상 코팅 두께가 분리에 미치는 영향. 
컬럼 길이 15 m, 내경 0.32 mm. 
출처: D. C. Harris,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8th 
Ed. p. 568, Freeman, US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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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븐 온도 프로그래밍이 분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

GC에서 동일한 컬럼을 사용하고도 분리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오븐 온도 조절이다. 오븐 온도 
프로그래밍(oven temperature programming)은 오븐 온
도를 일정한 속도로 올리거나 특정 온도에서 일정한 시
간 유지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오븐 온도를 올리면 
오븐에 있는 컬럼의 온도도 올라가게 되어 분석물의 증
기압이 높아지고 기체상 물질의 운동이 활발해져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그림 14는 승온 속도를 달리하였을 때 포화탄화수소
(왁스)를 분석한 크로마토그램으로, 승온 속도가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한 컬럼은 동일하고, 

승온 속도는 각각 20 oC/min, 40 oC/min, 60 oC/min 이다. 

승온 속도가 빠를수록 머무름 시간이 짧아지고 피크 폭
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
이 높아지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이동 속도가 빨라지
므로 머무름 시간이 단축된다.

오븐 온도를 등온으로 하였을 때는 다양한 성분이 섞
인 분석물을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림 15에 
포화탄화수소를 등온 상태(150oC)에서 분리한 결과와 
오븐 온도 프로그래밍(50 - 250oC의 범위에서 승온 속도 
8 oC/min)을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등온 

분석에서는 C11H24까지는 빠르게 나오나 C6H14와 C7H16

의 봉우리들은 완전히 겹쳤고 C8H18의 봉우리도 앞의 
봉우리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으며, C12H26부터 머무름 
시간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C15H32의 머무름 시
간은 90분이 넘었으며 C16H34부터는 컬럼을 제 로 통
과하지 못해 검출되지 않았다.

온도 프로그래밍을 적용하였을 때는 모든 성분들이 
폭이 좁은 뾰족한 봉우리들로 검출되었다. 등온 분석 
시 겹쳤던 저분자량 포화탄화수소 봉우리들도 완전히 
분리가 되었으며, 고분자량 포화탄화수소도 분리가 완
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난 이유
는 분석물의 증기압과 오븐 온도와의 관련성 때문이다. 

GC에서는 분석물이 기화되어야만 이동상 기체가 운반
하여 컬럼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온도를 일정 속도로 
올려 혼합물 내 성분들이 순차적으로 기화하여 이동하
게 되면 머무름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 분리가 용이해진
다. 포화탄화수소의 경우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끓는점
이 낮아지고 적절한 증기압이 발생하는 온도는 높아진
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휘발성/저분자량 성분의 증기압
이 높아져 이들이 먼저 컬럼을 통과하고 온도를 올려 
저휘발성/고분자량 성분의 증기압이 높아지는 온도에 
도달하면 이들 성분이 컬럼을 통과하게 된다. 따라서, 

GC에서는 효율적인 분리를 위해 적절한 오븐 온도 프로
그래밍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14. GC 오븐의 승온 속도가 분리에 미치는 영향. 
출처: D. C. Harris,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8th Ed. p. 574, Freeman, US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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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석 예

GC 분석을 통하여 각종 고무 첨가제의 순도를 분석함
으로써 수입 검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완제품 고무 소재
에서 유기첨가제를 추출하여 그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벤치마킹 제품의 분석이나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활
용할 수 있다. 각종 유기물 첨가제를 GC로 분석하기 

위해 첨가제를 적절한 용매(아세톤이나 클로로폼 등)에 
수십 ppm 정도 녹여 사용한다.

노화방지제는 GC-FID나 GC/MS로 분리분석이 잘 이
루어진다. 그림 16 – 18에 노화방지제의 GC/MS 크로마
토그램을 실었고, 그림 19에는 왁스의 GC/MS 크로마토
그램을 실었다. 그림 16은 노화방지제 HPPD의 GC/MS 

크로마토그램으로 HPPD 이외에 다른 성분은 거의 검출
되지 않았으므로, 불순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노화방지제 TMQ (RD) 에는 다양한 성분이 
혼합되어 있다. 이들의 구성비에 따라 TMQ의 노화방
지 특성이 달라진다. 그림 17은 노화방지제 TMQ의 
GC/MS 크로마토그램으로 미반응물인 TMQ monomer

와 다양한 성분들을 볼 수 있다. 머무름 시간 22.34 분에 
나타난 TMQ dimer 성분의 함량이 보통 가장 많다. 이들
의 비율을 GC를 이용하여 확인함으로써 원재료 수입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노화방지제 BLE는 diphenyl-

amine과 acetone의 반응생성물로 별도의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므로 미반응물인 diphenylamine과 
다양한 반응생성물들이 혼합되어 있다. 그림 18은 BLE

의 GC/MS 크로마토그램으로 미반응물과 3가지 반응생
성물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조성비에 따라 BLE의 노화방
지 특징이 달라진다. 수입 검사에서 미반응 diphenyl-

amine과 반응생성물의 비율, 그리고 반응생성물들간의 
비율을 GC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왁스는 포화탄
화수소(CnH2n+2)로 왁스의 특성은 구성 성분의 탄소수 
분포와 함량비이다. 그림 19에 왁스의 GC/MS 크로마토
그램을 제시하였다. 왁스의 분자량 분포와 상 비를 GC

로 확인할 수 있다. 왁스의 탄소수에 따른 구성 성분비를 
GC로 확인하여 수입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5. GC의 오븐 온도 프로그래밍이 분리에 미치는 영향. 
출처: D. C. Harris,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7th 
Ed. p. 536, Freeman, USA, 2007.

그림 16. 노화방지제 HPPD의 GC/MS 크로마토그램. 그림 17. 노화방지제 TMQ의 GC/MS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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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황촉진제는 비교적 열에 약해 GC로 분석이 적합하
지 않으나, 일부 GC로 분석할 수 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황촉진제 종류 중 하나가 benzothiazole sulfena-

mide 류이며, TBBS (NS)와 CBS (CZ)가 가장 널리 사용
되고 있다. 그림 20과 21은 원재료 TBBS와 CBS를 용매
에 녹여 분석한 GC/MS 크로마토그램이다. 분석 결과, 

TBBS와 CBS에는 이들 이외에 다른 성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방지제와 마찬가지로 일부 가황
촉진제는 GC를 이용하여 불순물의 종류와 순도를 분석
할 수 있으므로 수입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2는 완제품 고무 소재에서 추출한 유기물을 
GC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다. BHT는 내부표준물질
로 사용한 것이다. 내부표준물질은 시료 주입량의 오차
를 보정하고 GC 검출기의 감도 변화에 따른 오차도 보

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내부표준물질은 휘발성이 비교
적 우수하고 열적으로 안정하며 감도가 우수한 화학종
을 선정하여 수 ppm 정도로 첨가하여 사용한다. 내부표
준물질의 머무름 시간은 분석물의 머무름 시간과 확연
히 구별되어야 한다. 추출물에서 노화방지제 HPPD와 
TMQ-dimer 등이 검출된 것을 알 수 있다.

고무 제품 표면에 이물질이 적층되는 외관 오염이 발
생하면, 제품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GC를 이용한 
분석은 외관 오염 원인 규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외관 
오염된 고무 제품의 표면을 긁거나 적절한 용매에 적신 
탈지면으로 표면에 있는 물질을 채취하여 용매에 녹여 
GC로 분석한 후 검출된 물질의 종류와 양을 해석함으로
써 외관 오염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그림 23은 백화 
현상이 나타난 고무 제품 표면에 있는 가용성 유기물을 

그림 18. 노화방지제 BLE의 GC/MS 크로마토그램.

그림 19. 왁스의 GC/MS 크로마토그램.

그림 20. 가황촉진제 TBBS의 GC/MS 크로마토그램.

그림 21. 가황촉진제 CBS의 GC/MS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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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하여 분석한 GC/MS 크로마토그램이다. 분석 결과, 

지방산(palmitic acid)과 왁스(13분 이후 연속적으로 나
타난 봉우리들)가 검출되었다. 지방산과 왁스는 결정 형
성에 의해 빛을 반사하여 흰색으로 나타나므로 백화 발
생 원인으로 지방산과 왁스의 표면 적층을 들 수 있다. 

DOP oil과 IPPD도 표면에서 제법 검출되었으므로, 이들 
성분도 표면에 제법 많은 양이 적층되었음을 알 수 있다.

GC/MS로 분석한 경우, 크로마토그램에 나타난 개개
의 피크에는 이온의 종류와 세기에 한 정보, 즉 질량 
스펙트럼이 담겨있다. GC/MS 크로마토그램은 검출된 
모든 이온의 세기가 담겨진 total ion chromatogram 

(TIC)이다. 개개의 봉우리에 검출된 모든 이온의 정보가 
담겨진 질량 스펙트럼이 있으므로 특정 이온 성분만을 
추출하여 별도의 크로마토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extracted ion chromatogram (EIC)라고 한다. 그림 
24는 미지 고무 시료에서 추출한 유기물의 GC/MS TIC 

크로마토그램으로 제법 많은 봉우리들이 나타났다. 만
일, 여기서 HPPD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들 개

개의 봉우리에 한 질량 스펙트럼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HPPD의 질량 스펙트럼을 보면 분자 이온으로 
m/z 268 봉우리가 나타나고 가장 강한 봉우리는 조각 
이온 m/z 211에 한 것이다. 이들 m/z 211과 m/z 268가 
동시에 나타난 봉우리를 HPPD에 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HPPD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m/z 211과 
m/z 268에 한 EIC 크로마토그램이 그림 25이다. m/z 

211의 EIC 크로마토그램과 m/z 268의 EIC 크로마토그
램은 동일한 머무름 시간에서 나타났고 이들의 질량 스
펙트럼도 동일하다. 이와 같이 GC/MS 결과에서 특정한 
화합물의 존재는 EIC 크로마토그램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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