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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8년부터 조선소 선발블록 도장시설에서도 VOC 저감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저감효율 측정법인 

FID에 의한 THC 농도가 규제기준의 준수여부판정의 주요 요인으로 되었다. 현행 대기보존법 공정시험법에 
의하면 THC 농도측정은 프로판으로 교정된 FID(불꽃이온화 검출기)의해 측정한 값에 탄소등가지수인 3을 
곱한 값을 THC 농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장시설에서 사용되는 VOCs는 톨루엔 등 비점이 높은 탄화
수소가 주성분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에서 THC 농도를 FID 교정가스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공정시험법에 명시된 propane대신 toluene을 FID의 교
정가스로 사용하게 될 때 수반되는 THC 농도 차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THC 측정용으로 길이 0.53 ㎜, 30 ㎝의 빈 모세관 컬럼을 Gas Chromatograph(HP 5890A)에 연결하고 일

정량(1.0 ㎖)의 시료가스를 loop를 통해 GC/FID에 주입하였다. 검량선 작성용으로 메탄(1,000 ppm), 프로판
(500 ppm) 및 톨루엔(1,000 ppm)의 표준가스(RiGas, Korea)를 고순도(<99.99%) 공기와 혼합하여 적절한 농
도의 작업용 표준가스를 제조한 후 분석된 농도별 FID peak area로부터 메탄, 프로판 및 톨루엔의 검량선을 
얻었다. THC = K×THCK (K : 탄소등가보정계수, 메탄=1, 프로판=3, 톨루엔=7)의 공식에 의해 각 표준가스를 
교정가스로 했을 때의 THC를 산출함으로써 실제 가스농도대비 THC 농도 차이를 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메탄과 프로판 표준가스로부터 작성된 검량식은 Yarea(methane) = 11.57×103 Xppm(methane),  Yarea(propane) = 11.57× 

103 Xppm(propane)으로 나타나, GC/FID의 프로판에 대한 감도는 메탄에 비해 1.29-2.58배, 평균으로는 2.03배이
었으며, 프로판의 보정계수인 3에 못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프로판으로 교정된 GC/FID로 기화된 유기
화합물을 측정하여 얻은 측정치에 3을 곱하여 나타낸 총탄화수소 농도는 메탄으로 교정하여 측정한 계측기
가 나타내는 값보다 1.16배에서 2.38배, 평균적으로는 1.48배 높게 표현됨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로 
톨루엔의 검량선은 Yarea(toluene) = 11.57×103 Xppm(toluene)으로 나타나 propane으로 교정한 GC/FID에 비해 약 
1.19배, 메탄으로 교정한 GC/FID에 비해서는 약 1.42배 높게 THC 농도로 보고하게 되며, propane으로 교정
한 GC/FID는 메탄에 비해 약 1.20배 높게 보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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