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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GC×GC-TOFMS의 분석원리 및 응용

서동원·하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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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and Application of Comprehensive GC×GC-TOF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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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몇 년에 걸쳐 comprehensive two-dimen-

sional gas chromatography(GC×GC)는 여러 가

지 화합물이 동시에 들어있는 혼합물을 분리할

때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는 논문이 많

이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미지의 물질 확인과

정량시 비행시간형 질량분석기(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er, TOFMS)를 사용하여 분석한

예가 다수 발표되었다. GC×GC-TOFMS는 식품,

환경, 수질, 제약, 정밀화학, 석유화학 및 기타 다

양한 분야의 연구소 및 일반 실험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료를 분석하는 GC이다. 이것은 일반

single GC에서 분리가 어려운 성분을 2가지 서로

다른 상의 칼럼을 이용하여 분리해 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GC×GC 기술만으로도 미량 성

분에 대한 고감도 분석과 칼럼에 대한 선택성이

우수하여 단순한 칼럼 조합만으로도 분리능이 매

우 뛰어난 크로마토그램을 얻어낼 수 있다. 

한편, 질량분석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데 가장 보편적인 4중극자 방식은 정확한 이온

값의 획득이 어려워 별도의 SIM(selected ion

mode)를 사용하여야만 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scan과 SIM을 모두 수

행하여야 하며 scan rate가 초당 10 point로 늦

어 정확한 피크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기 어려

운 반면 TOFMS 방식은 모든 이온화된 성분

의 전체 data를 획득하고 초당 500 point로 scan

하기 때문에 단지 scan만으로도 모든 이온 값

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구분 지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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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sector 방식의 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er(HRMS)와 필적할만한 분리능을 지

니고 있다. GC×GC-TOFMS는 다양한 시료중

의 유효성분을 매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정확한

data를 산출해 내는데 적합한 분석장비로써 본

논설에서는 식품분석에 있어 새로운 기술인

GC×GC-TOFMS의 분석원리와 응용분야에 대

해 소개하고자 한다.

Fig. 1. (A) Schematic of two-oven GC×GC system and explanation of cryo-modulation (B) Schematics of four
mod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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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GC

1. 시스템 구성

GC×GC는 conventional GC×GC와 comprehen-

sive GC×GC 두 종류가 있다. conventional GC×

GC는 heart cutting device를 1차 칼럼 끝에 연

결하여 분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2차 칼럼으로

보내어 2차 분리를 시킨다. 반면 comprehensive

GC×GC는 GC 내부에 별도의 modulator와 mini-

oven(secondary oven)이 장착되어 있어 injector

를 통해 주입된 시료를 1차 칼럼에서 1차 분리

를 하고 cryo-modulator에서 시료를 일시 트랩

시켰다가 2차 칼럼으로 보내 2차 분리를 하도

록 구성되어있다. Fig. 1. A는 전형적인 GC×

GC 시스템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경우 1차와 2

차 칼럼은 같은 오븐 안에 장착되는데 때때로

탄력적 온도 조절을 위해 2차 칼럼을 분리된

오븐에 장착하기도 한다. S0는 dual-jet cryogenic

modulator의 일반적인 셋업을 나타내었고, S1~S3

는 modulator에서는 시료를 트랩시키는 과정이

다. Right-hand-side jet는 1차 칼럼에서 분리된

물질을 액체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일시 트랩

시키고 이어 right-hand-side jet는 switch가 off

되면서 냉각된 부분의 온도를 급격히 올려 일

시 트랩된 시료를 2차 칼럼으로 보낸다. 이와

동시에 left-hand-side jet의 switch가 on되면서

1차 칼럼에서 분리된 물질을 트랩시킨다. 같은

방법으로 modulator가 cycle된다. 현재 개발된

modulator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modulator가

상하로 움직이며 냉각가스로 액체 이산화탄소

를 사용하여 분리된 시료를 트랩시키는 longi-

tudinal modulating cryogenic 시스템 외에 dual-

jet CO
2
 modulator, dual-jet N

2
 cryogenic과 four-

jet N
2
 cryogenic 시스템이 있다(Fig. 1. B). 

Four-jet N
2
 cryogenic 시스템의 modulator는

dual stage 방식으로 quad jet(hot jet : 2개 / cold

jet : 2개)으로 총 4개의 jet로 구성되어 있고 1

차 칼럼에서 1차 분리된 성분을 액체질소를 분

사하여 일시 트랩시켰다가 hot air를 분사하여

다시 2차 칼럼으로 injection하는 역할을 하는

데 약 5초 주기로 반복한다. Secondary oven

은 1~5 m의 짧은 2차 칼럼을 사용하는데 오븐

사이즈가 작아 GC oven(main oven)안에 장착

이 가능하다. 또한 원활한 2차 분리를 위해

main oven 보다 온도를 5~10oC 높게 설정하여

분석한다(Fig. 2). Table 1은 comprehensive

GC×GC에서 사용되는 1차 및 2차 칼럼을 제

시하였다. 

2. GC×GC의 원리

1차 칼럼에서 1차 분리된 시료들은 modulator

안의 heater 1, 2(hot jet)가 off 되고, cryogenic

cooling 1, 2(cold jet)가 on 상태에서 트랩된다.

1차 칼럼에서 1차 분리된 성분을 cryo 1, 2에

서 액체질소를 분사하여 일시 트랩시키고 heater

1 on, cryo 1 off 되면서 트랩된 시료가 heater

2 off, cryo 2 on 된 2번째 jet으로 이동한다.

다시 heater 1, 2가 off 되고 cryo 1, 2가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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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시료 일시 트랩, 동시에 1차 칼럼에서

분리된 시료가 modulator로 점차 이동한다.

Heater 1 off, cryo 1 on 되고 heater 2 on,

cryo 2 off 되면서 트랩된 시료가 2차 칼럼으로

주입되고 heater 1, 2가 off, cryo 1, 2가 on

되면서 2차 칼럼으로 주입된 시료가 극성에 따

라 분리를 나타낸다. 계속해서 1차 칼럼에서 분

리된 시료가 modulator로 이동되어 위와 같은

순서로 분석이 진행하게 된다(Fig. 3). 즉, 1차

칼럼으로 일반 GC와 동일하게 성분을 분리한

다음 분리된 성분을 cryogenic system을 사용하

여 2단계에 걸쳐 응축을 시키고 다시 2차 칼럼

에서 분리시킨다. 이 경우 1차 칼럼에서 분리

가 되지 않고 겹쳐서 용출되는 성분도 분리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분리능과 높은 감도를 유지

할 수 있게 된다(Fig. 4).

3. 식품분석에서의 응용

새로운 개념의 GC system으로 2-dimensional

separation을 통해 개선된 분리능과 우수한 감도

를 나타내고 2개의 독립적인 칼럼(비극성&극성

/기타 phase)을 이용하여 분리하며 크로마토그

램은 1차원적인 것 외에 3D plot을 보여줘 식

품과 같이 여러 성분이 함께 존재하여 분리가

용이하지 않는 시료를 효율적으로 분리 가능하

Table 1.  Examples of columns selected for analytical items

Analytical items 1st column 2st column

Pesticides DB-1(20m×0.18mm) Rtx-CLP(1m×0.10mm)

Fatty acids DB-5MS(30m×0.25mm) BPX-50(2m×0.10mm)

Flavors Rtx-5(30m×0.25mm) VB-210(2m×0.10mm)

Fig. 2. Diagram of GC×GC-TOFMS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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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피크 용적을 증가시키고 분석시간을

단축하여 정성분석에 있어 검출기의 감도가 좋

다. 식품에서의 응용분야는 잔류농약, 향기성분,

지방산 및 트랜스지방산 등 동시 다중성분 분

석시 많이 활용되고 있다. 

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 

1. 원리 

TOFMS는 GC 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LC)

]Fig. 4.  Comprehensive GC×GC: contour plot 

          Fig. 3. Modulation cycle of comprehensive GC×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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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이온화 방법으로는 GC

는 EI(electro impact), CI(chemical ionization),

FI(field ionization) 등이 있고 LC는 MALDI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ESI

(electrospray ionization), APPI(atmospheric pressure

photo ionization), APCI(atmospheric pressure

chemical ionization), FAB(fast atom bombardment)

등이 있다. 

TOFMS에서 이온을 분리시키는 원리는 진

동판(push plate)에서 주어지는 일정한 진동수

(최대 5000 Hz)에 의해 조각난 이온들은 진공

관 쪽으로 유영하게 된다. 이때 동일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조각난 이온들의 서로 상이

한 질량 차는 진공관을 가로지를 때 각기 다

른 유영속도를 결정하게 되고 검출된 이온은

software의 library searching을 통해 결과가 처

리된다(Fig. 5).

2. 특징 

TOFMS는 기기가 간단하여 잔고장이 없으며

이온원에 쉽게 접근시킬 수 있으며 사실상 무

제한의 질량범위를 갖고 데이터 획득속도가 빠

르다. 분해능과 재현성 면에서 볼 때 ion trap이

Fig. 5. Explanation of  TOF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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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quadrupole 질량분석기와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지만 여기에 GC×GC 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

우 기존 질량분석기에 비해 감도와 분리능이 월

등히 높다. 일반적인 quadrupole 또는 ion trap

방식의 질량분석기들이 초당 5~20개의 spectra

를 처리할 수 있음에 비해, GC×GC-TOFMS는

최대 초당 500개의 spectra를 처리할 수 있으므

로 정확한 정량과 정성이 가능하다(Fig. 6). 

또한, deconvolution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피크가 동시에 용출되어 한 개의 피

크로 나올 때 개별피크를 나누어 분석할 수 있

다. Deconvolution 기능은 넓은 의미에서 복잡

한 화합물로부터 한 가지 신호를 추출해 내는

것을 말하는데 노이즈 처리를 위해 바탕선 들

뜸(base line draft)을 보정하고 많은 성분이 묻

혀진 피크(coeluting peak) 중 적합한 성분을 검

출할 수 있다. 복잡한 구성의 시료나 넓은 폭

의 피크 속에 겹쳐져 있어 일반 TIC mass로 검

출할 수 없는 모든 피크들을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다. Fig. 7의 검정색 피크는 다성분이 함

께 용출되는 형태이나 GC×GC-TOFMS에서는

peak finding 기능과 deconvolution 기능으로 약

간의 RT차이만 있더라도 미지의 피크를 자동

인식하고 library searching(NIST)된 결과를 보

여준다. 일반적인 quadrupole 방식의 질량분석

기에서는 mass의 분포비가 왜곡되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SIM으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추

가실험을 하게 되는데 TOFMS 방식의 질량분

석기는 scan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exact mass

를 측정하므로 왜곡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

이 있다.

       Fig. 6. (a) MS system(5-10 spectra/sec), (b) GC×GC-TOFMS(200 spectra/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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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utomated deconvolution algorithm

Fig. 8. Examples of application for pesticides, fatty acids and flavors by GC×GC-TOFMS



Bulletin of Food Technology

Comprehensive GC×GC-TOFMS의 분석원리 및 응용

263

식품분야 활용방안

유사성분에 대한 그룹별 specific grouping,

GC×GC의 기능으로 모든 성분의 분리 및

TOFMS의 기능으로 정확한 독립성분에 대한 정

성 및 정량을 수행하여 잔류농약, 향기성분, 지

방산 등 동시에 여러 성분을 포함하는 시료의

경우에 활용하고 있다(Fig. 8). 효과로서 시료분

석 처리를 증대시킬 수 있고 새로운 분석법 개

발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긴급한 분석을 요

하는 시료에 대해 신속, 정확한 결과의 통보와

불안정한 시료에 대해 훨씬 쉽고 빠르게 분석

가능하며 기존 질량분석기 분석시간보다 5~20

배 이상 빠르게 분석 가능하여 반복분석이 가

능하다. 또한, 복잡한 구성의 시료나 넓은 폭의

피크 속에 겹쳐져 있는 모든 피크를 검출하여

보다 정확한 정성 및 정량분석이 가능하고 기

존 질량분석기보다 낮은 측정한계를 제공하여

극미량 분석에 용이하다. 극미량 레벨의 정량시

matrix 간섭에 의해 정량이 어려운 경우에도

surface plot-TIC(3D view) 모드에서는 아주 명

확하게 피크와 interference를 구분하여 식품과

같이 여러 성분이 함께 존재하여 분리가 용이

하지 않는 시료를 효율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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