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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Sarin은 환경부 지정 사고대비물질중 하나로 전쟁이나 테러에 사용된 

적이 있는 독성이 강한 화학무기이며 현재 북한이 다량 보유하고 있을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쟁이나 테러에서 화학무기의 참상을 경험했던 국

제사회는 화학무기의 개발과 저장,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Chemical Weapon Convention, CWC)을 1997년 4월 제정하여 전 세

계에서 화학무기를 제거하고자 하고 있다.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억제 방

안중 하나로 화학무기의 개발 및 사용, 저장의 증거를 찾는 기술인 화학

작용제 검증기술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화학무기와 그들의 

분해산물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이 집중된

다. 

  수용액에서 Sarin과 그 분해물질의 보편적인 분석방법은 액액추출법

(LLE) 및 유도체화(derivatisation)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전처리

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인체에 유해한 용매를 사용한다는 단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이 간편하고, 복잡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는 SPME(Solid phase microextraction)법을 이용하여, 먼저 

LLE(Liquid liquid extraction)법과 SPME법에 대한 회수율과 흡착효율 

및 검출한계, 그리고 재현성을 확인하여 SPME법의 효용성을 확인하였

다. 또한 SPME를 이용하여 sarin의 분해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을 최적화 

하였다. 최적조건에 대한 변수인 fiber, ion-pair reagent, ion-pair 

reagent의 농도, pH, 교반속도(rpm), 추출시간, 탈착시간을 고려하였다. 

최적화된 방법을 실제 적용하기 위하여 미지시료인 OPCW(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29차 숙련도 시험의 

water sample을 분석한 결과 O-Ethyl-S-[2-diisopropylaminoethyl] 

methylphosphonothioate(VX)의 산성분해물질인 Ethyl 



methylphosphonic acid(EMPA)를 확인할 수 있었다.  LLE법과 SPME

법에 대한 비교실험 결과는 절대적인 회수율 측면에서는 약 16배 정도 

LLE법의 회수율이 높았지만 농축효율면에서는 SPME법이 약 50배 정도

의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또한 sarin의 분해물질에 대한 SPME의 분석

법을 최적화한 결과, fiber는 PDMS-DVB가 가장 흡착효율이 뛰어났고 

ion-pair reagent는 Ethyl hexadecyl dimethyl ammonium 

bromide(EHAB)의 효율이 가장 좋았다. ion-pair reagent의 농도는 

0.125M에서 가장 효율이 좋았으며 pH는 중성조건인 pH 7에서 가장 효

율이 높았다. 교반 rpm은 300 rpm을 최적의 조건으로 확인하였으며 추

출시간은 20분, 탈착시간은 2분을 최적조건으로 확인되었다. 

키워드 : Sarin, 화학작용제, SMPE, ion-pair 

학번 : 2011-2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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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전쟁이나 테러에서 화학무기의 참상을 경험했던 국제사회는 화학무기

의 개발과 저장,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 Convention)을 제정하여 전 세계에서 화학무기를 제거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화학무기의 사용, 저장의 증거를 찾는 기술인 화학작용

제 검증기술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화학작용제 검증기술이 대상으로 

하는 물질은 CWC가 규정하고 있는 화학작용제와 그 원료, 분해산물 및 

다양한 반응결과물을 포함하여 백만 종 이상의 물질인데 화학작용제 검증

기술은 시료전처리, 분석, 데이터 해석 및 작용제와 그 관련물질 합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Kim, 2013). CWC에서 정의하는 화학무기란 화학작용으로 인체와 동물

에 치사,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유해를 가하는 독성화학물질을 의미

하는데 sarin은 CWC에서 규제하는 대표적인 독성화학물질로 전쟁이나 

테러에 이용될 시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WC가 발효되기 전 인도와 우리나라는 화학무기 약 1,500 ton을 보

유하고 있었으며 (Pearson and Magee, 2002) 현재 북한은 sarin을 포

함한 화학무기 약 5,000 ton을 전국적으로 분산된 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백서 2012). 

   전쟁 중이나 전후 약 20~30년간에 화학무기의 처리는 주로 땅속에 

파묻거나, 바다에 투척하거나,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가서 배를 침몰시키거

나, 공기중에 자연누출시켜 처리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Pearson and 

Magee, 2002). 미국에는 38개 주 99개 지역에 화학무기가 땅에 매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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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약 227개 지점이 확인되었다 (Pearson and Magee, 2002). 

   CWC(화학무기금지협약) 제4조 17항에 따르면 1977년 이전에 자국 

영토에 매장되었거나 1985년 1월 1일 이전에 바다에 투기된 화학무기는 

협약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중 방치되어 잔존될 가능성이 있어 인

류 및 환경에 커다란 해로움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시료의 분

석법 확립은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CWC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화학무

기금지기구(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에서는 독성물질에 대한 분석전문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화학무기 사용의혹이 있는 지역이나 저장지역, 사용이 의심되는 지역에서 

수집된 샘플에서 CWC와 관련된 화학물질을 검출, 확인하는 분석능력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분석법 개발을 위한 숙련도 시험에 참가하는데 우리나

라는 2개의 기관이 분석전문기관으로 인증되어있다. Sarin은 또한 환경부

에서 고시한 유해물질 69종중 하나인데 인체에 대한 독성이 있어 다루기

가 쉽지 않고 환경 중 분해가 빨라 직접적인 분석이 용이하지가 않다. 이

러한 독성물질은 그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하며 미량에 대한 분석이 가능

하여야 한다. 사린을 포함한 화학무기는 환경오염 유발 및 직·간접적으

로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sarin 및 분해물

질에 대한 국내 연구 사례는 없으며, 빠르고 간편한 solid phase 

microextraction(SPME)를 이용한 분석법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환경시료 중 수체내에서의 화학작용제, 특히 sarin에 대한 분해물질의 분

석법을 확립함으로써 CWC 협약에 따른 화학작용제 검증방법도 개선을 

할 수 있고 타 연구자의 화학작용제 및 분해물질에 대한 연구시 분석방법

에 대한 표준화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나아가 과거 화학무기를 소

유했던 우리나라나 향후 북한의 화학작용제 사용에 대한 검증연구시 정립

된 분석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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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론적 배경

   시료의 전처리란 분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

에 앞서 수행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며 화학물질 분석에서 가장 많은 노력

과 시간이 소요되고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과정이다. 전처리 과정 중 추

출(extraction)은 액체의 용매를 사용해서 수용액 또는 토양 속에서 어떤 

특정한 물질을 용해·분리하는 방법으로 추출효율은 주로 대상 시료에 대

한 용매의 극성정도에 따라 지배되므로 대상 시료와 화학물질에 따라 적

절한 용매를 선택하여야 한다. 

   보통 유기인 계열의 물질을 분석하기 위한 보편적인 전처리방법으로 

액-액 추출법(Liquid-liquid extraction)이나 고체상 추출법

(Solid-phase extraction)이 사용되어 왔다. 분액깔때기를 이용하는 액

-액 추출법은 유해한 유기용매 사용량이 많고 추출과 농축 과정에서 시

료의 손실이 많고 회수율이 낮아져 미량 분석시 한계가 있다 (Magdic 

and Pawlisy., 1996). 고체상 추출법은 액-액 추출법에 비해 유기용매

의 사용량이 적지만 단계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카트리지가 막히

거나 재현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Magdic and Pawlisy., 1996; 

Aguilar et al., 1998).

   Sarin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경작용제는 가수분해 되어 알킬포스폰산

(alkylphosphonic acid) 계열로 분해되는데 이는 극성이 증가하며 휘발

도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수분해물질을 GC-MS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도체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Popiel, 2011). 유도체화를 위해

서는 수용액 샘플 및 추출물로부터 극성물질을 분리해 내고 물을 제거하

기 위해 증발시킨 후, Methylation이나 Silylation을 시킨다. 유도체화 하

기 위해 물을 증발시키는 과정이 분석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며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분석물질이 휘발되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증

발 잔유물에 물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거나 비관련 물질이 다량 존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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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체화 효율이 떨어져 분석물질의 회수율이 낮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소한의 분석단계와 용매 추출과정 없이 많은 시료를 분석하려는 연

구개발이 실시되어 1990년에 Pawliszyn등이 물시료로부터 SPME를 사

용하여 유기화합물을 추출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Pawliszyn, 1999). 

SPME법은 분석을 위한 별도의 용매가 필요 없고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

점이 있다. 휘발성 물질을 분석시 head-space, 즉 분석물이 vial에 담겨

있는 윗부분에 SPME 실린지를 꼽고 휘발되는 물질을 흡착시켜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시료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 수차례 반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별도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어 시간의 급박함

을 다투는 화학작용제에 대한 미량분석시 큰 장점이 있다.

  2.1 고체상 미량추출법(SPME)

   고체상 미량 추출법(SPME)은 길이가 1~2 cm 이고 외경이 0.11 

mm되는 용융 실리카 섬유(fiber)에 수착(흡수나 흡착)용 고분자를 입힌

(더러는 화합 결합이나 다리 결합시킨) 유리 섬유(glass fiber)를 사용해

서 시료 중 분석물들을 흡착시켜 추출과 농축하는 기법이다 (Louch 

1992). 유리 섬유는 마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모세관 컬럼(capillary 

column)처럼 화학적으로 불활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SPME는 Fig 1에서 보듯이 실린지 어셈블리(syringe assembly)와 

파이버 어셈블리(fiber assembly)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체

상이 코팅된 작은 직경의 fused-silica fiber를 보호하는 needle로 구성

된 fiber assembly와 이를 지지하는 홀더로서 실린지를 사용한다. 마치 

샤프펜슬과 같이 생긴 홀더는 위 부분의 플런저를 누르면 fiber가 밖으로 

나와 추출을 할 수 있으며 추출이 끝나면 플런저를 뒤로 빼서 fiber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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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인레스 스틸관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또한 시료용기나 주입구에 들어

가는 fiber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게이지가 있으며 장치가 간단하고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GC 등의 분석기기에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Figure 1. Construction of a syringe for SPME(Pawliszyn, 1999)

   Fiber에 코팅하는 흡착제로는 GC 컬럼의 고정상으로 많이 사용되는 

polydimethyl siloxane(PDMS), polyacrylate(PA), 

divinyl-benzene(DVB), carbowax(CW)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PDMS는 공기나 수용액에서 탄화수소와 같은 비극성 휘발성 유기

질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며 PA는 알코올이나 지방산과 같은 반휘발성 

극성물질의 추출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Pan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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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ME 분석은 크게 추출과 탈착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추출과정은 먼

저 샘플 vial에 시료를 넣은 후 밀봉하고 SPME fiber를 수용액이나 

head-space 상에서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가 선택적으로 사용된

다. 시료가 비휘발성이나 용액상태일 경우에는 직접추출법을 사용하고 기

체, 고체상태의 시료이거나 휘발성이 강할때는 head-space법을 사용한

다. SPME 장치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노출을 시켜 분석물질을 추출한 이

후에는 탈착과정이 이루어지는데, SPME 장치를 GC 주입구에 삽입하는

데 보통 GC 주입구가 고온(230~270℃)이므로 fiber에 흡착된 분석물질

이 탈착되어 GC 컬럼안으로 기화되어 주입이 된다. 

   SPME의 Fiber를 이용한 분석물질의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변

수는 fiber의 종류, 추출시간, 추출온도, pH, 온도, 시료부피 등이며, 탈착

은 시간과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분석대상 시료에 대한 최적의 

조건 결정은 SPME 분석에 필수적이다 (Augusto and Luiz, 2002; 

Beltran et al., 2000; Thodoridis et al., 2002).

   SPME법은 HS(Headspace)-SPME와 DI(Direct)-SPME법의 2가

지이다 (Pawliszyn, 1999). HS-SPME는 주로 휘발성 물질을 분석할 

때 쓰이는 방법으로 액체시료 윗부분인 기체상태 부분에 fiber를 노출시

켜 기화되는 물질을 흡착하는 방법으로 fiber가 쉽게 파괴되지 않아 하나

의 fiber로 약 10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다.  DI-SPME법은 액체시료에 

직접 fiber를 주입하여 흡착하는 방법으로 주로 비휘발성 물질을 분석할 

때 쓰이는데 fiber의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다. 

   SPME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fiber에 입혀져 있는 고정상이다. 

fiber를 시료에 일정시간 노출시키면 분석물질은 흡착평형을 이루고 고정

상에 분배된다. 흡착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분석물질의 양이나 fiber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는데 fiber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흡착평형에 도달하

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분석물질의 추출량은 각 성분의 분배상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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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상수는 fiber의 고정상 중 분석물질의 농도와 시료중 분석물질의 농

도의 비이다. 분배상수가 클수록 분석물질의 추출이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크고 극성도가 낮은 화합물일수록 분배상수가 크며, 분배상수가 

클수록 흡착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흡착평형 시간

은 시료를 교반시키거나, 염을 첨가하거나 pH 조절 내지는 fiber의 선택

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분석물은 고체상과 시료사이에 분배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두 상 

사이에 다음과 식(1)과 같이 성립된다.

Kfs = Cf/Cs (1)

   여기에서 Kfs는 고체상과 시료 기질사이의 분배계수이고 Cf 고체상에

서의 분석물질의 농도이고 Cs는시료 기질에서의 분석물질의 농도이다.

수용성 시료상과 수착 섬유상간 분석물의 분배비(partition ratio) k' 는 

식(2)와 같다.

k' = 



 = Kfs 


 = 




   (2)

 

여기에서 Vf와 Vs는 각각 시료분석물의 부피와 수용액시료에 담긴 부

피,nf 와 ns 는 각각 수착제 상과 수용액상에서 분석물의 평형 몰수이다. 

SPME 수착 섬유와 분석물간에 친화력이 보다 크면 분석물의 분배계수는 

매우 큰 값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높은 흡착효과를 가지게 되고 감도도 

좋아진다 (Louch, 1992).

   Ion-pair SPME는 ion-pare(IP) reagent를 사용하는 것인데, IP 

reagent는 비극성부분과 극성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계면활성제의 

하나로 극성부분은 분석물질과 상호작용을 하고 비극성부분은 흡측제와 

상호작용을 하여 결과적으로 극성물질의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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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dhi et al., 2006). 

   Alzaga 등 (2003)의 연구에 의하면 수용액 상에서 ion-pair SPME

를 적용하여 alkylbenzensulfonates(LASs)를 분석하였을 때 LAS의 극

성을 줄여 추출효율을 향상시켰으며, fiber는 PDMS, polyacrylate, 

Carbowen-PDMS 중 PDMS fiber를 사용하였을 때 가장 효율이 좋았

다. 또한 SPE 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10 ㎍/㎖의 분석물을 추출함에 있어 

ion-pair reagent인 TBAB(tetrabuylammonium bromide)를 0.001M 

사용하였을 때,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추출효율이 향상되었으며 ㎍/㎖의 

농도에서도 탐지가 되었고 CTAB(cetyltrimethylammonium bromide)

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Saradhi ea al., 2006).

   농약 분석을 위한 SPME법은 FID 검출기를 사용했을 때 US EPA에

서 요구하는 범위내의 검출한계를 나타내었고, 선택적 검출기인 ECD나 

NPD, ion trap MS를 사용했을 때는 EPA 방법보다 더 향상된 검출한계

를 나타냈으며, 이 방법의 정밀도도 모든 검출기에서 상대표준편차 20% 

이내로 양호하였다. 또한 액체-액체 추출법, 면역분석법(Immunoassay)

과 SPME법을 비교한 결과 세 방법의 실험결과가 일치하였으며, 액체-

액체 추출법, soxhlet추출과 SPME법을 비교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Gorecki et al., 1996).

   1989년 SPME법이 상용화된 이래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

되었는데 그 중 SPME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담은 내용이 5%, 환경중에

의 적용이 40%, 음식물에 대한 분석이 20%, 의학적인 적용이 20% 그 

외 의 내용이 15%로 대부분 주로 환경중에서의 분석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Fatima, 2000). 환경에서의 적용은 주로 공기, 지하수나 

지표수, 해수, 폐수, 토양 등에서 연구가 되었다 (Fatima, 2000). 대부분 

유기화합물, 농약, 제초제, 그리고 다른 생물학적 활성물질들이 SPME를 

이용해 분석되었으며 선행연구 사례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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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바와 같이 현재 SPME 분석방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산성물

질이나 음이온계 물질, 또는 그 분해물질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연구된 

논문이 거의 없다 (Cuzzola et al., 2000). SPME를 이용한 화학작용제

에 대한 연구와 그의 분해산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Hussain (2007)에 의해 sarin에 대한 분석과 최적화의 방법이 제시되었

으며 Sng and Ng (1999)에 의해 화학작용제의 분해물질을 분석한 예가 

있다. 이는 화학작용제의 분해물질 6종에 대하여 SPME를 이용하여 최적

화한 논문인데 ion-pair reagent를 사용하지 않고 염석효과를 이용하여 

최적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연구된 결과를 참고로 하여 

SPME법을 이용하여 sarin 및 그 분해물질을 ion-pair reagent를 사용

하여 분석법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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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ious researches on applications of SPME for pretreatment 

Materials Matrix Fiber 

Type

Mode of 

Application

Chromato-graphicDetermination Procedure DetectionLimit(㎍/㎏)
Precision(%) CalibratonMethod Reference

N-containingherbicides Wine 95 ㎛ PA
Directimmersion(manual)

GC-MSGC-NPDGC-FID

4 mL sample extracted under stirringfor 50min; desorption at 230 ℃ for5 min.

0.00001-0.0150.01-60.4-19
2-227-22 -

(Boyd-Boland, 1995)

OrganophosphorothioatesChlorohydrocarbons,Benzylate, Sulfamid,Acylamide,Phthalimide,Dicarboxyimides,Triazoles

Wine,Alcoholicsolutions
100 ㎛PDMS

Directimmersion(manual) GC-MS

3 mL of sample-water (finally10% alcoholic solution orwine) extracted under stirringfor 30 min;desorption at 250 ℃ for 3 min

- - -

(Urruty and Montury, 1996)

Organochlorinepesticides,N-Containingherbicides,Organophosphoruspesticides

Orangejuice 100 ㎛PDMS
Directimmersion(manual) GC-MS

4 mL of sample-water extractedunder stirring for 50 min;desorption at 250 ℃ for 5 min.
0.001-0.060 2-37

Standardaddition,externalcalibrationmethod

(Boyd-Boland  et al., 1996)

Dicarboxyimide Wine 100 ㎛PDMS
Directimmersion(manual) GC-MS

3 mL of sample extracted understirring for 30 min; desorptionat 250 ℃ for 3 min.
0.1 3.1-10.0 Standardadditionmethod

(Urruty et al., 1997)

Methylisothiocyanate Wine 65 ㎛CW/DVB Headspace GC-FIDGC-NPD
5 mL wine added with NaCl extractedunder stirring for 30 min;desorption at 230 ℃ for 2 min.

- -
Standardadditionmethod

(Riguzzi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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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Materials Matrix Fiber 

Type

Mode of 

Application

Chromato-graphicDetermination Procedure DetectionLimit(㎍/㎏)
Precision(%) CalibratonMethod Reference

Organochlorinepesticides Honey
100 ㎛PDMS7 ㎛PDMS85 ㎛ PA

Directimmersion(manual) GC-ECD

3 mL of honey-water solution(1:5) added with NaCl extractedunder stirring for 60 min at 70 ℃desorption at 260 ℃ for 4 min.

0.1-306060
8-162.57-24 -

(Jimenez et al., 1998)

Carbamate,Amidine PotatoesHoney 100 ㎛PDMS
Directimmersion(manual) GC-MS

1 g of sample with added 9 mLwater ;10 mL of solution extractedunder stirring for 50 min at 25 ℃desorption at 250 ℃ for 3-5 min.

10 -
Externalcalibrationmethod

(Volante et al., 1998)

Organophosphoruspesticides Foodplant 100 ㎛PDMS Headspace GC-FPD
5 g of food-water paste (1:3);extracted under stirring for 90 min;desorption at 270 ℃ for 5 min.

4.7-75 1.5-19.8 -
(Chen et al.,  1998)

Organophosphoruspesticides
Pear,fruitsjuice

100 ㎛PDMS
Directimmersion(manual) GC-FPD

3 mL of sample-water (1:100)extracted under stirring for 20 minat 25 ℃ desorption at 250 ℃ for 2 min.
0.003-0.014 0.8-3.4 Standardadditionmethod

(Simplicio and Vila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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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Materials Matrix Fiber 

Type

Mode of 

Application

Chromato-graphicDetermination Procedure DetectionLimit(㎍/㎏)
Precision(%) CalibratonMethod Reference

Organophosphoruspesticide,Organochlorinepesticide,Benzilate, Azole,Dicarboximide

Foodsimulants(ethanol-watermixtures)

100 ㎛PDMS
Directimmersion(manual) GC-MS - 0.02-0.04 < 20 Internalstandardmethod

(Batlle et al,,  1999)

Organochlorinepesticides
Chinesehervalformulations

100 ㎛PDMS GC-MS

10 g sample extracted with n-hexaneacetone(1:1) for 3 hrs; added withNaCl extracted under stirring for 90min; desorption at 250 ℃ for 5 min

0.03-0.9 3-21 -
(Hwang and Lee, 2000)

Organophosphate,Pyrethroidpesticides

Vegetables(potatoes,legumes,drupe)

100 ㎛PDMS60 ㎛CW/DVB
Directimmersion(manual)

GC-ECD,GC-NPD,GC-MSD

10 g sample extracted with acetone;100 mL of extract-water (1:9)extracted under stirring for 50 min;desorption at 250 ℃ for 3 min.

0.005-1.00.010-0.55 -
Internalstandardmethod

(Volante  et al., 2000)

Dicarboximides,Pyrimidinylcarbinol,N-trihalomethylthioAzole, BenzilateOrganophosphate

Must, Wine 100 ㎛PDMS
Directimmersion(manual),Headspace

GC-ECD

3 mL of sample-water (1:50)extracted under stirring for 30 minat 25 ℃desorption at 250 ℃for 3 min.

11 < 20 -
(Correia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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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Materials Matrix Fiber 

Type

Mode of 

Application

Chromato-graphicDetermination Procedure DetectionLimit(㎍/㎏)
Precision(%) CalibratonMethod Reference

Organophosphoruspesticides Honeybees 100 ㎛PDMS
Directimmersion(manual) GC-NPD

10 g of honeybees diluted with50 mL acetone-water (1:1, v/v);3 mL solution (5% acetone) extractedunder stirring for 45 min.

1-10 -
Standardadditionmethod

(Fernandez et al.,  2001)

Carbamate,Benzilate Azolepyrimidinylcarbinol
Strawberry

60 ㎛PDMS/DVB
Directimmersion(manual) HPLC/DAD

4 mL strawberry extractedunder stirring for 45 min at 25 ℃.
13-22 3-7.3 -

(Falqui-Cao  et al., 2001)

Organophosphoruspesticides
Strawberry,Cherry juice

100 ㎛PDMS Headspace GC-FIDGC-MSD
10 mL sample extracted understirring for 45 min at 75 ℃.

0.025-0.050 < 20 -

(Lambropoulou and Albanis, 2002)

Sarin water 65 ㎛PDMS/DVB/ Headspace GC-FID
6 mL sample extracted understirring for 30 min at 25 ℃.desorption at 250 ℃ for 2 min.

3.2 4.9 - (Hussain,  2007)

Ethyl methylphosphonateMethylphosphonic acid
water Carbo

xen

Directimmersion(manual) GC-MS 20ppm 3ml extracted at pH 1.5, 15min, 25℃ 10-100 14-21 -
(Sng and 

Ng,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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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물질의 일반적 성질

 

  3.1 Sarin의 특성 및 독성

   유기인 계열의 화학물질들인 파라옥손(paraoxon), 파라치온

(parathion), 쿠마포스(coumaphos), 디아지논(diazinon)등은 살충제와 

제초제로 쓰이는 농약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Caldwell et al., 1991). 

이러한 종류의 물질들은 사용자들에게 노출시 급성 또는 만성 독성을 유

발시키고, 토양, 하천 및 지하수 유입으로 인하여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

을 미치고 있다 (Kim et al., 1998; Lee, 1997). 

   유기인계 살충제의 포유류에 대한 독성 효과는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었다 (Wolfe et al., 1977; Meikle and Youngson, 1978; 

McConnell and Hossner, 1985; Aubin and Smith, 1992; Piccolo et 

al., 1996; Baldwin et al., 2001). 유기인계 농약중독은 인체 내에서 아

세틸콜린에스테라제를 인산화하여 불활성화시킴으로써 신경절과 신경-근 

접합부에 아세틸콜린의 축적이 일어나 다양한 중독 작용을 일으킨다 

(Lee et al., 2001). 중독 증상은 무스카린성, 니코틴성, 중추신경계 증

상으로 나타난다. 무스카린성 증상으로는 동공축소, 서맥, 침 흘림, 눈물

흘림, 배뇨, 설사 등이 있을 수 있고, 니코틴성 증상으로는 동공확대, 빈

맥, 고혈압, 근육수축과 강직, 마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중추 신경계 증

상으로는 호흡저하, 발작, 의식저하 등이 있다 (Nouira et al., 1994).

   유기인 농약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 독일에서 sarin이라는 보

다 독성이 강한 유기인화합물이 합성되었다. sarin은 화학적으로는 현재 

시판되는 살충제와 작용기전이 유사하나 독성은 매우 강하다. Weiss and 

Botts(1957)는 sarin에 노출된 피라미류에 속하는 어린 물고기인 

Pimephales promelas의 6 hr LC50(lethal concentration 50)의 값을 

24℃에서 0.01 ㎎/L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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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in은 산업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아니지만 독성이 매우 강하고 합성방법이 간단하며 비용이 저렴해 군사

적, 테러적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어왔다. 1994년 일본의 Matsumoto시와 

1995년 도쿄 지하철 테러사건에서 sarin이 사용되어 다수의 인명이 피해

를 입었던 사례가 있다 (Tsuchihashi et al., 1998).

O-Isopropyl methylphosphonofluoridate

Figure 2. Molecular structure of sarin

  Sarin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며 물리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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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study compounds (Munro et 

al, 1999)

Parameter Propertie

CAS No 107-44-8

Chemical name O-Isopropyl-methylphosphonofluoridate

Chemical formula C4H10FO2P

Molecular weight 140.10

Physical state Liquid, Vapor

Vapor pressure(㎜Hg) 2.10(20℃)

Volatility(㎎/㎥ 25℃) 22,000

Vapor density(air=1) 4.86

Melting point(℃) -56

Boiling point(℃) 158

Water solubility Miscible

Hydrolysis half-life

(20℃ and pH=7)
39~41h 

Liquid density(g/㎖) 1.102(20℃)

LD50(mg/kg): rat, oral 0.55

   신경계에 대한 sarin의 작용은 효소, 특히 에스테라아제에 대한 작용 

때문이다.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의 활성자리인 세린의 하이드록시기에 

대한 유기인산의 화합물이 공격하여 인산화한다.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의 

정상적인 기능은 신경 자극 전달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냅스틈 또는 신경

근 접합부에서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세틸콜린에스

테라아제가 비활성화되면 아세틸콜린이 축적되고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Lee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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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common hydrolysis of acetylcholine by acetylcholinesterase

(Delfino et al., 2009)

Figure 4. Inhibition of acetylcholinesterase by organophosphorus materials

(Delfino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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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in에 대한 독성 실험이 실시된 사례가 있다. 총 120명이 1, 2, 4, 

6, ㎎ min/㎥ 농도의 sarin 기체에 노출되는 실험을 했으며 시간과 농도

를 변화시키면서 관찰을 하였는데 콧물증상은 2 ㎎ min/㎥이상의 농도에 

노출된 모든 인원에서 나타났고 현기증은 6 ㎎ min/㎥이상의 농도에서 

나타났으며 낮은 농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슴 압박감은 2,4 ㎎ 

min/㎥에서 나타났다. 콜린에스테라아제의 활동성이 3㎎ min/㎥에서 2분

간 노출되면 약 87%까지 떨어졌다 (Harvey, 1952). 

   연구도중에 sarin에 노출된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 증상은 시야가 갑

자기 흐려지고, 콧물이 흐르며, 가슴 압박감 등의 증세가 있었고 두통, 감

각기 둔화, 메스꺼움, 인식능력 등의 감퇴증상이 있었다 (Ward, 1962). 

사고노출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된 것은 1952년 이었다 내과 의사 한명이 

우연히 고농도의 사린에 노출된 적이 있는데 수 초동안 정신을 잃고 강한 

경련을 일으켰고 1,2분 후에 말을 하지 못했다 (Ward et al., 1952). 또

한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피부에 떨어뜨렸는데 피부에 대한 독성으

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sarin 가스 내에서 방독면을 쓰고 실험을 하다가 

방독면이 새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속히 그 지점을 벗어났지만 갑자기 의

식이 불투명해지고 경련이 심하게 일어났으며 말을 못하는 증세를 보였다

(Grob, 1956).

   Sarin은 수용액내에서 가수분해 되는데 그 주요 분해산물은 

IMPA(isopropyl methyophosphonic acid)와 MPA(methylphosphonic 

acid)이다. 알킬기가 치환된 유기인산은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있는 독성 

유기인화합물이며 살충제의 주요한 가수분해 물질이다 (Sega et al., 

1997). Sarin에서 1차적으로 가수분해되어 IMPA가 되고 2차적으로 분

해되어 MPA가 되는데 2차 반응은 상당히 느려서 대부분 IMPA로 환경

중에 존재하게 된다. 쿠르드족의 한 마을이 이라크의 sarin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4년이 지난 이후 이 마을의 토양 샘플에서 IMPA가 검출된 

적이 있다. 이 분해물질들은 sarin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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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blatt et al., 1995).

       Sarin                    isopropyl methylphosphonic acid     methyl phosphonic acid

                                            (IMPA)                            (MPA)

Figure 5. Hydrolytic pathways of O-isopropyl methylphosphonofluoridate

(Munro et al., 1999)

   Sarin의 분해물질은 IMPA와 MPA이외에 다른 분해물질은 쉽게 발견

되지 않는다 (Kingery and Allen, 1995). Sarin의 가수분해 물질인 

IMPA와 MPA는 sarin과 마찬가지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커서 식수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이 두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식수가 sarin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Sega et al., 1997). 

 

  3.2 IMPA 및 MPA의 특성

   화학적으로 IMPA는 극도로 안정하다 (Rosenblatt et al., 1975). 이 

물질은 강한 산성(pKa=2.38)이며 존재하는 C-P bond는 상대적으로 열

분해나 화학적인 가수분해, 광분해에 강하다 (Freedman and Doak., 

1957). pH 1의 수용액 상에서 반감기는 1900 years로 매우 안정하며

(Munro et al., 1999) 물에 대한 용해도는 48 g/L이다 (Kingery and 

Allen, 1995).

   Rocky Mountain Arsenal은 미국 내 1953부터 1957년까지 sari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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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던 지역이었는데(Robson, 1981), sarin의 분해물질인 IMPA는 

Rocky Mountain Arsenal의  토양과 물에서 탐지가 되었으며 이 지역의 

ground water 오염원으로 알려져 있다 (Kingery and Allen, 1995). 

   IMPA는 rats와 mice에서 낮은 독성을 나타낸다 (Mecler and 

Dacre,  1982). Mecler에 의한 독성실험을 참고하면(Table 3 참조) 

Rabbits에서 mild한 피부 자극은 있었으나 눈의 자극은 없었다. 또한 

IMPA는 guinea pig에서 과민감성을 유발하지 않았다 (Mecler, 1981). 

IMPA를 이용하여 먹는물에서 rats에 적용한 90일간의 아만성 독성 테스

트에서 복용량에 따른 어떠한 유해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Mecler, 

1981). U.S EPA에 따르면 IMPA의 oral RfD(male rat, NOAEL of 

3,000 ppm)는 0.1 mg/kg/day이고 uncertainty factor는 3000이다 

(U.S. EPA, 1993).

   IMPA의 독성은 제한된 몇몇의 생명체에 실험이 되었는데 oral 

median lethal dose value를 연구하였을때 male과 female rats에서 

7650, 6070 ㎎/㎏이였으며 mice에서 5620, 6550㎎/㎏이었다 (Mecler 

and Dacre, 1982). IMPA 농도가 0.5 ㎍/plate와 5000 ㎍/plate의 범위

에서 Salmonella typhinirium에 노출된 5세대의 샘플실험에서 돌연변이 

실험결과 영향은 없었다. 또한 rabbits를 이용한 실험에서 mild한 피부자

극이 있었고 눈에는 영향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Mecler and Dacre, 

1982). U.S. EPA에서 성인의 dringking water advisory value를 0.7 

㎎/L로 정하였고(U.S. EPA, 1992). IMPA의 human oral reference 

dose를 0.1㎎/㎏/d로 계산하였다 (U.S. EPA, 1993).

   MPA는 가수분해 및 광분해, 열분해에 강하여 환경중에서 굉장히 안

정하다 (Munro et al., 1999). MPA는 수용액이나 습기가 있는 토양에

서 휘발되지 않는다. oral toxicity은 rat과 mouse에서 (ID50 values > 

5,000 mg/kg)이다. MPA는 규제된 양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피부와 눈

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unro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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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acute exposure to isopropyl methylphosphonofluoridate(sarin) degradation products, stabilizers, and 

impurities (Munro et al., 1999)

Degradation product

(formula; CAS no.)
LD50 or LC50 Other effects

Isopropyl methylphosphonic acid

(IMPA)

(C4H11O3P:1832-54-8)

Rat: oral, male, 7,650mg/kg

Rat: oral, female, 6,070mg/kg

Mouse: oral, male 5,620mg/kg

Mouse: oral, female, 6,550mg/kg

Rabbit: negative, eye irritant 100㎎

Rabbit: mild skin irritant 2g/㎏24hr

Methylphosphonic acid

(MPA)

(CH5O3P:993-13-5)

Rat: oral, 5,000mg/kg

Mouse: oral,>5,000mg/kg

Mouse: oral,>5,000mg/kg

Human: skin and eye irri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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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목적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발효된 이후 화학작용제(CWA, chemical 

warfare agents), 또는 그의 원료물질이나 분해물질들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 및 개선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올바른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CWA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분석법이 요구된다. 현재 이러한 

물질들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다양한 전처리 방

법을 포함한 GC, GC-MS, LC-MS, NMR 등이 쓰이는데 이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 사용자에 대한 위험성, 또는 낮은 추출효율이 문제가 되곤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량의 물질을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SPME

법을 사용하여 sarin과 그 분해물질을 검증할 수 있는 분석법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분석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LLE법과 비교 

하여 SPME법의 효용성을 확인해보고 수용액 상에서의 sarin의 분해물질

을 분석하는 SPME법을 최적화 하여 정성 및 정량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실제 시료에 적용해본다.

   이를 위한 연구내용 및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편적인 분석방법인 LLE(액-액추출법)와 SPME법을 비교하여 

SPME의 효율성을 확인해본다. 이를 위해 sarin의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LLE법과 SPME법을 이용하여 회수율과 흡착효율, 

검출한계와 %RSD를 비교하여 본다. LLE법은 OPCW(화학무기금지협약)

에서 발행하는 ROP(recomended operarion procedures)를 참고하였고 

SPME법은(Hussain, 2007)을 참조하여 진행하였다.

2) Sarin의 분해물질인 MPA, IMPA를 이용하여 SPME의 최적화 변수

인 고체상섬유(fiber)의 종류, IP-reagent의 종류 및 농도, pH조건, 교

반속도 rpm 조건, 추출시간, 탈착시간에 따른 분석비교를 통하여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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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을 도출하고 재현성 및 검출한계를 확인해서 최적화된 분석방법을 

확립하여본다.

3) 최적화된 SPME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29th Official OPCW 

Proficiency Test(29차 OPCW 미지물질 분석 숙련도 시험)의 water 

sample을 선택하여 실제 적용실험을 실시한 후 검량선을 작성하고 정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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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mperature, pH and Conditioning Guidelines for SPME Fiber coatings

Fiber
Film 

Thickness

Maximum 

Temperature

(℃)

Recommended 

operating 

Temperature

(℃)

Conditioning 

Temperature

(℃)

Conditiong 

Time(Hrs)

PDMS 100 ㎛ 280 200-280 250 0.5

PDMS/DVB 65 ㎛ 270 200-270 250 0.5

PA 85 ㎛ 320 220-300 280 1

Carboxen/

PDMS
75 ㎛ 320 250-310 300 0.5

DVB/CAR/

PDMS
50/30 ㎛ 270 230-270 270 1

Ⅲ. 연구방법

 1. 시약 및 SPME기기

  MPA(98%)는 Aldrich에서 구매하였으며 sarin 및 IMPA는 실제 합성

한 순도 98%이상의 물질을 사용하였다. ion-pair시약은 Aldrich에서 구

매한 Ethyl hexadecyldimethyl ammonium bromide(EHAB), 

Tetrabutylammonium bromide(TBAB), Dodecyltrimethyl ammonium 

bromide(DTAB), n-octyltrimethyl ammonium bromide(OTAB)를 사

용하였다.

  SPME 기기는 Supleco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Fiber는 100 ㎛ 

polydimethylsiloxane(PDMS), 85 ㎛ polyacrylate(PA), 65 ㎛  

PDMS-divinylbenzene(PDMS-DVB), 75 ㎛  

carboxen-polydimethylsiloxane(Carboxen-PDMS), 50/30 ㎛  

DVB/Carboxen/PDMS가 사용되었다. 모든 Fiber는 Supelco사에서 추천

하는 방식으로 conditioning하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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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기기

   본 실험에서 분석기기는 Agilent(USA)사의 7890 GC와 5975 MS가 

결합된 GC/MS를 사용하였으며 컬럼은 HP-5MS(길이 30m, 내경 0.25

㎜, 두께 0.25㎛)를 사용하였다. Carrier gas는 순도 99.999% 헬륨가스

(0.7㎖ min-1)를 사용하였다. oven의 온도는 50℃에서 250℃(21분)를 

분당 10℃로 설정하였다. MS는 elrectron ionization(EI) 모드로 운용하

였다.

 3. 실험절차

  3.1 LLE법과 SPME의 비교실험

   3.1.1 표준 용액의 제조

   검량선 작성을 위한 표준용액을 제조하였다. Sarin 적당량을 시약급인 

methanol 용액에 녹여 1000 ppm 표준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표준용액

을 acetonitrile(ACN)용매에 녹여 각각 0.1 ppm, 1 ppm, 5 ppm, 10 

ppm의 용액을 제조하여 표준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3.1.2 시료용액의 제조

   SPME를 적용하기 위한 시료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만들어진 1000 

ppm 표준용액에서 30 ㎕를 6 ㎖ vial에 주입하고 총량이 3 ㎖가 되게 

증류수를 주입하였다. 그리고 NaCl(reagent grade, aldrich) 40%(w/w)

가 되게 칭량을 하여 최종적으로 10 ㎍/㎖의 시료용액을 만들었다. 



- 26 -

SPME 법 LLE 법

10ppm 3㎖ 샘플 10ppm 3㎖ 샘플

↓ ↓

Saturation
40%(w/w) NaCl

Extraction
2×3㎖

↓ ↓

Analysis
GC/MS

Drying
Anhydrous MgSO4

↓

Fitration

↓

농축 3㎖

↓

Analysis
GC/MS

   3.1.3 추출절차

   SPME 추출절차는 Lakso and Ng (1997) 에 의해 연구된 절차를 준

용하였다. LLE법은 화학무기금지기구(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의 시료분석절차(Paula, 2011)를 참고

로 하여 Fig 6과 같이 진행하였다. 

Fig 6. Flow chart for the analysis of spiked samples by SPME and 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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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E법에서 샘플은 3 ㎖ dichloromathane을 이용하여 2회 반복추출

하였고 추출물은 합해진 이후에 Na2SO4(reagent grade, Aldrich)를 이

용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이후 여과지를 이용하여 추출물을 거른 후 질

소가스를 이용하여 농축을 하여 최종적으로 3㎖의 추출물을 얻었다. 최종

적으로 GC/MS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SPME의 분석조건으로 

fiber는 65 ㎛ PDMS/DVB, 탈착온도는 250℃, 탈착시간은 2분, 추출시

간은 30분으로 설정하였다. Sarin은 분자량이 낮아서 흡착시간이 짧게 

소요되고 30분보다 길어지면 흡착효율이 저하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sarin이 수용액에서 빠르게 가수분해가 되기 때문이다 (Lakso and 

Ng, 1997).

   3.1.4 검출한계

   검출한계는 S/N가 5 이상이 되는 값으로 정하였다. SIM 모드에서 질

량값이 99인 peak를 설정하였다. 검출을 위한 샘플은 5, 10, 100 ppb, 

1, 5, 10 ppm의 6가지 농도를 설정하여 검출을 하였다. 

   3.1.5 재현성

   데이터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재현성을 확인을 해 보았다. 검량선

을 참고하여 일정 농도를 설정하고 5회씩 일정한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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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Sarin의 분해물질에 대한 탐지실험 

   3.2.1 표준 용액의 제조 및 실험 절차

   Methanol (HPLC grade, aldrich)을 이용하여 MPA와 IMPA의 

10,000 ppm stock solution을 준비하고, 적당량을 취하여 deionised 

water에 희석하여 20 ppm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fiber는 먼저 

MTBSTFA가 0.5 ㎖ 포함된 vial에 5분간 head-space로 노출시키고 

이 fiber를 다시 20 ppm을 포함하는  3 ㎖의 시료용액 vial에 직접 담그

고 15분간 흡착시킨다. 다시 유도체화 시약인 

N-methyl-N-t-butyldimethylsilyltrifluoroacetamide(MTBSTFA)가 

담긴 vial에 15분간 head-space로 노출시키고 마지막으로 GC-MS의 

주입구에 주입한다 (Sng and Ng, 1999). 유도체화 과정을 통하여 극성

이 있는 물질을 휘발성이 높은 형태로 만들어 주는데 보통 SPME에서는 

샘플에 노출시킨 뒤 GC주입구로 삽입하여 유도체화를 시키는 방법을 이

용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든 fiber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각 fiber

마다 5 회씩 반복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가장 흡착력이 

좋은 fiber를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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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nalysis flow by ion-pair SPME 

   3.2.2 SPME 분석법의 최적화   

   SPME를 이용한 새로운 분석법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분석 변수를 최

적화 해야한다. fiber의 타입, 추출시간, 추출온도, pH, 탈착시간 및 온도, 

추출에 대한 mode(headspace, direct extraction) 이중 탈착온도와 추

출에 대한 mode는 선행연구된 문헌을 참고하였고 (Lakso and Ng, 

1997), 새로운 ion-pair reagents에 대한 조건으로 각각의 종류와 농도

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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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1 Fiber 선정

   분석물과의 친화력은 fiber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fiber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적으로 구매가능한 4가지 다른 성질의 

fiber를 선정하었다. 100 ㎛ polydimethylsiloxane(PDMS), 85 ㎛ 

polyacrylate(PA), 65 ㎛ PDMS-divinylbenzene(PDMS-DVB), 75 

㎛ Carboxen-polydimethylsiloxane(Carboxen-PDMS), 50/30 ㎛ 

DVB/Carboxen/PDMS 의 5종이다.

   이중 특히 PA는 중간극성으로서 다른 고정상에 비해 분석물질의 흡착

과 탈착이 더디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PDMS/DVB는 극성과 비극성 

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어 다양한 범위의 분석물질 추출에 유용하다. 선행

연구에서 PDMS fibe는 수용액시료에서 sarin에 대한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CWA(화학작용제)의 분해물질 연구에는 

PDMS/DVB가 적합한 것으로 CWC ROP(recommended operating 

procedures)에서 추천하고 있다. fiber 선정에 대한 실험에서 

PDMS/DVB가 가장 흡착효율이 좋으리라 예상된다. fiber 선정에 대한 

실험 과정은 위 실험절차를 준수하여 가장 흡착력이 좋은 fiber를 선정하

였다.

   

  3.2.2.2 Ion-pair reagent의 선정

   Ion-pair reagent를 이용하여 SDME(single drop microextraction)

을 연구한 Park 등 (2012)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시약을 선정하였다. 

현재 시판되는 양이온 계면활성제인 ethyl hexa decyldimethyl 

ammonium bromide, tetrabutylammonium bromide, dodecyltrimethyl 

ammonium bromide, n-octyltrimethyl ammonium bromide,  4종에 

대한 비교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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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Br_
N

+ Br_

EHAB TBAB

N+ Br_ N+ Br_

DTAB OTAB

Figure 8. Structures of the IP reagents used in this study 

   EHAB, DTAB, OTAB는 각각의 hydrocarbon의 길이가 차이가 나며 

비극성의 carbon체인길이에 따른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TBAB는 hydrocarbon의 길이가 짧고 구조가 입체적이라 fiber의 비극성

부분과 결합시 방해가 될 수 있고, OTAB, DTAB, EHAB는 

hydrocarbon의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 다른 흡착효율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 EHAB의 흡착률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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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3 Ion-pair reagent의 농도비교

   선정된 ion-pair reagent의 최적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0 M, 

0.025 M, 0.05 M, 0.1 M, 0.125 M, 0.15 M의 6종에 대한 비교실험을 

실시하였다. 시료 샘플은 각각의 농도에서 5회 반복 실시하였고, 각각에 

따른 %RSD를 구하였다.

    3.2.2.4 pH의 영향

   처음 제조된 20 ppm 샘플시료의 pH는 4.48이었다. 10M-HCl을 이

용하여 만든 pH 1.5, pH를 조정하지 않는 pH 4.48의 원시료, 

ammonium hydroxide를 이용하여 만든 pH 7 샘플, sodium 

hydroxide(10%)를 이용하여 만든 pH 9 샘플, 총 4종을 비교하였다. 시

료 샘플은 각각의 농도에서 5회 반복 실시하였고 각각에 따른 %RSD를 

구하였다.

    3.2.2.5 교반 RPM에 따른 비교

   Fiber를 시료에 넣고 흡착시킬 때 교반속도에 따른 흡착정도를 비교

하였다. RPM은 각각 100, 200, 300, 400 rpm의 4가지를 비교하였다. 

시료 샘플은 각각의 농도에서 5회 반복 실시하였고 각각에 따른 %RSD

를 구하였다.

    3.2.2.6 추출조건

   추출시간은 5, 10, 15, 20 분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추

출온도는 상온에서 진행하였다. 시료 샘플은 각각의 농도에서 5회 반복 

실시하였고 각각에 따른 %RSD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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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7 탈착조건

   탈착온도는 250℃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SPME에 의한 최적탈착시

간은 주로 2~15분인 것으로 연구되어 있는 문헌을 참고하여 탈착시간을 

1, 2, 5, 10, 15분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Navalon et al., 

2002). 시료 샘플은 각각의 농도에서 5회 반복 실시하였고 각각에 따른 

%RSD를 구하였다.

    3.2.2.8 재현성

   각각의 최적화된 분석변수를 적용하여 20 ppm에서 5회 반복하여 실

시하였다. Calibration standard를 작성하기 위하여 50 ppb, 100 ppb, 

1 ppm, 10 ppm, 20 ppm의 농도를 사용하였다.

    3.2.2.9 검출한계

   최적화된 방법으로 두 번 반복 실행하여 ppb에서 ppm 단위 까지 측

정을 실시한다. 농도는 1 ppb, 10 ppb, 50 ppb, 100 ppb, 500 ppb, 1 

ppm를 실시하였다. 각 주입하는 사이에 blank를 주입하여 확인하고 

blank에서 검출된 농도는 무시되었다. S/N=5로 GC-MS full scan 

mode에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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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LLE법과 SPME의 비교실험

  1.1 Sarin 표준 용액의 검량선

    GC/MS full scan mode 모드에 의해 분석된 sarin의 검량선을 얻었

으며 그 결과는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질의 

농도범위 안에서 상관계수가 0.999로 직선성이 좋으며 높은 재현성을 보

임에 따라 분석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Sarin에 대한 retention time 및 

스펙트럼은 Fig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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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alibration curve of sarin standar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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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GC/MS spectrum of sarin

 1.2 검출한계 및 재현성 비교

   5, 10, 100 ppb, 1, 5, 10 ppm의 농도를 가지고 검출한계를 확인한 

결과 SPME의 검출한계는 10 ppb 였으며 5 ppb 이하의 농도에서는 검

출되지 않았다. LLE의 검출한계는 100 ppb 였고 그 이하에서는 검출되

지 않았다(S/N=5 이상). SPME가 LLE법에 비해 약 10배 정도 정밀한 

값을 나타내었다. 신경작용제에 대한 먹는 물에서의 safe level로 추정된 

농도는, 2/3L의 양에서 약 50-200 ppb(v/v)로 연구된 참고문헌(Lakso 

and Ng, 1997)을 고려해볼 때, SPME의 검출한계가 10 ppb임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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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LE and SPME of sarin from spiked samples.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Recovery

(%)

Amount 

injected

(%)

SPME(n=5) 1.1×108 1.1×107 9.4 4.6 4.6

LLE(n=5) 6.2×105 2.3×105 3.67 77 0.08

한다면 화학작용제에 대한 SPME의 활용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재현성은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SPME와 LLE법 모두 약 10% 

이내에서 양호한 재현성을 나타내었다. 

  1.3 회수율 및 흡착효율 비교

   LLE법과 SPME법을 적용하여 10 ㎍/㎖의 샘플을 직접 추출하여 회

수율과 흡착효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10 ㎍/㎖의 샘플을 LLE 법으

로 5회 추출하여 평균 area를 구한후 표준검량선식인 y=80457x+5336

의 식에 대입하여 x를 구한결과 약 7.7이 나왔다. 이는 총 주입량인 30 

㎍에 비해 회수된 량이 약 23 ㎍으로 회수율은 약 77%로 계산되었다. 

그에 비해 SPME는 똑같은 식에 대입하여 회수된 양은 약 1.39 ㎍으로 

회수율은 약 4.6%였다. SPME의 회수율은 LLE에 비해 약 16배 정도 낮

으나 그 주입되는 양은 LLE에 비해 약 50배 정도 컸다. 이는 SPME가 

회수율은 낮지만 농축효과가 LLE법에 비해 우수함을 나타낸다. LLE법과 

SPME법을 적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LLE를 통한 

추출 및 분석을 실시할 경우 약 4 ~ 5시간이 소요되었고, SPME를 통해

서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LLE는 water sample을 추

출하기 위해 주로 dichloromethane이 사용되는데 이 물질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SPME는 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좋은 분석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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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PME를 이용한 분석물의 검량선

   최적화된 SPME의 최적조건을 적용하여 10 ppb, 100 ppb, 1 ppm, 

5 ppm, 10 ppm의 농도에서 샘플을 추출한 후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Fig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y=(1E+07)x+(1E+06)의 관계식을 나타내

었고 상관계수 R2=0.998로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Fig 11. SPME calibration curve of sarin solution



- 39 -

 2. Sarin의 분해물질에 대한 탐지실험 

  2.1 Fiber 선택

   Fiber는 분석대상물에 대한 친화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선택은 중

요하다. fiber는 얇은 polymeric film으로 코팅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유

기분석물을 흡착시킨다. 흡착원리는 서로 다른 분배계수간의 상호작용으

로 이루어진다 (Ulrich, 2000). 흡착에 대한 동역학적 원리는 구조, 샘플

크기, fiber 분석변수 등 여러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fiber는 PDMS (polydimethylsiloxane)와 PA 

(polyacrylate)이다. 그 외 사용된 3가지 fiber는 PDMS와 DVB 

(divinylbenzene), carboxen, carbowax 등이 적절히 혼합코팅된 제품이

다. 사용되는 fiber의 유형은 추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데 각 fiber의 극

성도, 분석물질의 휘발성, 분석물질의 분자량 등에 영향을 받는다. 보통 

극성의 fiber는 극성의 물질에, 비극성의 fiber는 비극성의 물질에 적합하

다 (Vas and Vekey, 2004). 

   실험에 사용된 fiber는 모두 supelco사에서 추천된 방법으로 컨디셔닝

을 실시하였다.  PDMS, PDMS/DVB, PA,는 각각 30분씩 250℃, 25

0℃, 280℃에서, Carboxen/PDMS는 300℃에서 30분, 

DVB/CAR/PDMS는 270℃에서 1시간씩 GC주입구에 온도를 셋팅해서 

컨디셔닝을 하였다. 

   Ion-paring을 적용하지 않은 화학작용제의 분해물질 분석에는 75 ㎛ 

Carboxen-polydimethylsiloxane(CAR/PDMS)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문

헌 (Sng and Ng, 1999)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보면 65 ㎛ 

PDMS-divinylbenzene(PDMS-DVB)의 감도가 가장 좋았다. 

PDMS-DVB는 제품사의 추천메뉴얼에 의하면 중간정도의 극성을 띄는 

물질로 극성물질의 추출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실험에서 극

성의 분석물질에 적합한 것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2).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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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실험에서는 PDMS-DVB를 사용하였다. PDMS-DVB는 직경이 

60과 65 ㎛ 2가지가 있는데 60 ㎛는 주로 HPLC에 사용하고 GC/MS의 

분석에는 65 ㎛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 매뉴얼에서 제안한다. 또한 직

경이 클수록 추출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분석에 대한 안정성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추출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가정하에 65㎛

를 사용하였다. Sng and Ng (1999)의 연구에 의하면 MPA에서는 

carboxen fiber가 가장 좋은 흡착효율을 보였는데 그 차이는 

PDMS/DVB와 거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PA fiber는 

MPA에 대해서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IMPA에 대해서는 DVB 

carboxen/PDMS가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 

bis-2(chloro ethyl sulfide)(HD) 작용제를 분석함에 있어 PDMS/DVB

가 PA보다 흡착효율이 좋은 것으로 연구된 사례가 있는 등, CWA 관련 

물질에의 분석에 극성과 비극성 부분을 모두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석물질

의 추출에 용이한 PDMS/DVB가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PA는 상온에서 

고체상이기 때문에 느린 흡착과 탈착을 보여준다. 그래서 PA는 긴 시간

의 추출시간이 요구된다(Shirey, 1999). 따라서 PA는 긴 흡착시간과 높

은 온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 대한 적당한 fiber로는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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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2. A comparison of the efficiencies of the different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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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Ion-pair reagent의 선정

   Ion-pair reagent는 분석대상물질과 반대이온을 띄고 있어 분석대상

물질의 음이온부분과 ion-pair reagent의 양이온부분이 만나 

ion-pairing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초기분석물보다 분배계수를 높여 

pairing의 형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원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carbon 

chain의 길이와 입체구조가 각각 다른 4종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MPA에서는 carbon chain의 길이가 가장 길고 입체구조의 방해가 적은 

EHAB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IMPA에서는 입체구조의 방

해가 가장 큰 TBAB가 가장 효율이 좋지 않았으며 EHAB와 OTAB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동시분석을 위한 IP reagent는 

EHAB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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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 comparison of the efficiencies of the different ion-pair re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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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Ion-pair reagent의 농도비교

   Ion-pair reagent의 농도를 0 ~ 0.15 M까지 다양화하여 각각의 흡

착효율을 비교하였다. 3 ㎖ 샘플 vial에 0.15 M을 넣었을 때 포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Ion-pair reagent의 농도 비교 실험에서는 

IMPA와 MPA에서 모두 0.125 M을 주입하였을 때, 가장 좋은 흡착효율을 

보여주었다. IMPA는 0.1 M부터 일정한 양상을 보였고 MPA에서는 0.125 

M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기 때문에 동시분석을 위한 최적 농도는 

0.125 M로 설정하였다. Fig 10에서 보듯이 Ion-pair reagent를 주입하

지 않은 물질(0 M)에서의 흡착정도와 0.125 M의 Ion-pair reagent를 

주입한 샘플을 비교해 보았을 때 Ion-pair reagent를 주입한 샘플이 흡

착효율이 훨씬 좋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표준편차(%RSD)는 MPA

가 4.1 ~ 12.5%, IMPA가 4.0 ~ 11.9%로 각 농도에서 양호한 재현성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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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e effect of concentrations on ion-pair r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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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of the effect of  

          concentrations on ion-pair reagent for MPA (n=5)

Concentration(M)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0 6.3×107 2.5×106 4.1

0.025 9.5×107 2.3×106 2.47

0.05 1.3×108 4.5×106 3.56

0.1 2.0×108 2.6×107 12.5

0.125 2.1×108 1.4×107 6.8

0.15 1.2×108 1.1×107 9.87

Table 7. The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of the effect of  

          concentrations on ion-pair reagent for IMPA (n=5)

Concentration(M)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0 4.1×106 3.4×105 8.2

0.025 2.5×107 1.2×106 4.9

0.05 3.8×107 7.5×106 10.8

0.1 7.0×107 8.3×106 11.9

0.125 7.1×107 5.4×106 7.6

0.15 7.2×107 6.8×106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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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pH의 영향

   분석물질은 수용액상태에서 해리형태나 비해리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

며 일반적으로 비해리 형태만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평형상태에서 해리평

형을 변화시켜 추출형태의 농도를 증가시켜 추출효율을 증가시킬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산이나 염기를 첨가하여 추출효율을 변화시킬 수 있다( 

Boyd-Boland, 1996). 10 M-HCl과 NH3OH, NaOH(10%)를 이용하여 

pH를 1.5에서 9로 조절하여 추출효율을 확인하였다. 초기 샘플시료의 

pH는 4.48이었다. 실험결과 중성조건인 pH 7에서 가장 좋은 흡착효율을 

보여주었다. pH의 조절은 초기 분석물의 pH보다 약 염기를 띄게 하여 

분석물을 deprotonation시켜 ion-pair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

는데 IMPA와 MPA에서 모두 pH 7의 조건에서 흡착효율이 좋았다. Sng 

and Ng (1999)의 연구에서는 중성조건보다는 pH 1.5의 강산성에서 더 

효과적이었다. 이는 ion-pairing을 사용하지 않고 염석효과를 위해 염화

나트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deprotonation시키지 않고 salt out시키기 위

하여 pH가 낮게 설정될수록 흡착효율이 좋아진다. 하지만 본연구에서는 

ion-pairing을 시키는 과정에서 deprotonation이 일어나야 하므로 pH가 

높을수록 흡착효율이 좋아진다. pH에 따른 %RSD는 MPA가 5.6 ~ 

12.3%, IMPA가 4.6 ~ 10.5%로 양호한 재현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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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effect of pH on extraction of anal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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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of the effect of  

          pH on extraction for MPA (n=5)

pH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1.5 1.9×108 1.4×107 7.3

4.48 2.0×108 2.4×107 12.3

7 2.3×108 2.0×107 8.5

9 2.1×108 1.2×107 5.6

Table 9. The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of the effect of  

          pH on extraction for IMPA (n=5)

pH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1.5 5.8×107 3.9×106 6.8

4.48 6.0×107 5.2×106 8.7

7 6.4×107 6.7×106 10.5

9 4.5×107 2.1×10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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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교반 RPM에 따른 비교

   추출평형 도달에 필요한 시간과 추출효율은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만약 샘플을 적당히 교반을 시킨다면 평형도달시간은 더 빨라진

다 (Vas and Vekey, 2004). 분석물질의 빠른 확산을 위하여 일정한 교

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Boyd-Boland et al., 1996). 추출과정에서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물 중에서의 질량 이동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분석물질의 빠른 확산을 위하여 일정한 교반을 하는 것이 필요

하다 (Boyd-Boland, 1996).

   IMPA는 400 rpm에서, MPA는 200 rpm에서 좋은 흡착효율을 보여

주었다. Sarin분해물질의 동시분석을 위해 300 rpm에서 실험을 진행하

였다. %RSD는 MPA가 4.9 ~ 8.5%, IMPA가 5.6 ~ 10.4%로 양호한 

재현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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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effect of rpm on extraction of anal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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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of the effect   

            of rpm on extraction for MPA (n=5)

rpm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100 9.1×107 7.7×106 8.5

200 9.5×107 4.6×106 4.9

300 1.1×108 6.9×106 6.5

400 1.2×108 8.8×106 7.6

Table 11. The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of the effect   

            of rpm on extraction for IMPA (n=5)

rpm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100 4.1×107 3.7×106 9.1

200 5.4×107 5.6×106 10.4

300 4.9×107 2.8×106 5.6

400 4.5×107 3.3×10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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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추출조건 비교

   일반적으로 추출효율은 추출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아지는데 일정한 평

형도달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추출시간은 65 ㎛ PDMS/DVB fiber

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IMPA는 15분에서 가장 좋은 추출효율을 보였

고 그 이후 일정한 양상을 보였고 MPA는 20분에서 가장 좋은 추출효율

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추출시간이 길어질수록 감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존 연구의 내용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Thodoridis  et al., 2002). 따라서 최적 추출시간은, SPME에 의한 추

출시간은 20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연구내용(Navalon et al, 2002)과 

동일하게 20분으로 정하였다. ion-pairing을 이용하지 않은(Sng and 

Ng, 1999)의 연구에서는 MPA가 5~10분 사이는 급속하게 증가하다가 

10분에서 30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그 이후부

터는 효율이 줄어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20분 이후 두 물질 다 일정해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arin을 PDMS/DVB로 분석한 (Hussain, 2007)

의 연구에서도 추출시간이 길어질수록 흡착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본 실험에서도 추출을 시작한 5분보다 15분 이후가 MPA에

서는 약 2배, IMPA에서는 약 1.5배의 높아진 흡착률을 보였다. %RSD

는 MPA가 6.3 ~ 10.3%, IMPA가 6.3 ~ 12.2%로 양호한 재현성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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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he effect of extraction time of anal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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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he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of the effect   

            of extraction time for MPA (n=5)

min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5 1.3×108 1.2×107 9.4

10 2.1×108 1.3×107 6.3

15 2.5×108 2.0×107 8.1

20 2.5×108 2.6×107 10.3

Table 13. The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of the effect   

            of extraction time for IMPA (n=5)

min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5 5.5×107 6.7×106 12.2

10 8.0×107 6.7×106 8.4

15 90×107 5.7×106 6.3

20 8.9×107 8.2×10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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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탈착조건

   SPME fiber로부터 분석물질의 탈착은 분석물질의 끓는점과 GC 주입

구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guilar, 1998).

유기염소계 농약을 SPME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 (Jang, 2003)의 연

구에 의하면 탈착온도 250℃가 가장 최적의 온도였으며 유기인계의 농약

의 경우에는 270℃가 최적의 온도였다. 하지만 PDMS/DVB fiber의 사용

가능한 maximum 온도가 270℃이고, 최고온도에서 fiber를 사용하면 

fiber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와 sarin의 추출에 250℃가 적당하

다(Hussain, 2007)는 문헌자료를 참고로 하여 온도를 250℃로 고정하

고 GC주입구에 SPME를 삽입하고 탈착하는 시간을 비교하였다. 

   탈착시간은 fiber의 코팅으로부터 분석물의 탈착에 2분이 가장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cheppers and Pawliszyn, 1999). 하지만 실험목

적상 충분한 탈착을 고려하여 1분, 2분, 5분, 10분, 15분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1~2분 사이에는 MPA는 급격히 탈착율이 증가하였

고 그 이후에 MPA는 2분과 5분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정했으며 IMPA는 1분에서 2분사이 기울기가 약간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분 이후 일정한 기울기를 보여주었다. 이는 탈착시간이 2분이 

가장 안정하고 적당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최적 탈착시간은 

2분으로 설정하였다. %RSD는 MPA가 6.3 ~ 11.4%, IMPA가 4.3 ~ 

10.3%로 각 지점에 대한 값들이 양호한 재현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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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he effect of desorption on the derivatised of anal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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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The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of the effect   

            of desorption on the derivatised of MPA (n=5)

min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1 2.0×108 1.3×107 6.3

2 2.5×108 2.3×107 9.1

5 2.6×108 2.7×107 10.6

10 2.6×108 2.9×107 11.4

15 2.6×108 1.9×107 7.6

Table 15. The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of the effect   

            of desorption on the derivatised of IMPA (n=5)

min
Mean response 

area

Standard 

deviation
%RSD

1 7.6×107  7.8×106 10.3

2 9.0×107 5.7×106 6.3

5 9.1×107 4.8×106 5.2

10 9.1×107 3.9×106 4.3

15 9.1×107 6.6×106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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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Linearity, calibration and %RSD data of two analytes

분석물
Linearity range

(㎎/L)
y=aX+b R2 %RSD

(n=5)

IMPA

1~20

y=(5E+06)x-544675 0.9991 7.38

MPA y=(1E+07)x+(1E+06) 0.9994 8.17

  2.8 재현성

   정확성과 재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출온도, pH, 샘플량, 추출과 

탈착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Augusto and Luiz, 2002). 재현

성 테스트는 최적화된 조건(PDMS-DVB 65 ㎛ fiber, ion-pair 

reagent는 Ethyl hexadecyl dimethyl ammonium bromide(EHAB), 

ion-pair reagent의 농도는 0.125 M, pH 7, 교반 rpm은 300 rpm, 추

출시간은 20분, 탈착시간은 2분)에서 실시하였다. 이 조건에서 linearity

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도범위 1~20 ㎎/L에서 R2 > 0.99로 

양호한 직선성을 나타냈으며 20 ppm의 농도에서 5회 반복하여 얻은 

Relative standard deviations(RSDs)는 > 8.17% 로 그 결과가 양호 하

였다. 

  2.9 검출한계

   검출한계농도는 S/N=5에서 full scan 모드로 결정하였는데 IMPA는 

100 ppb, MPA는 10 ppb로 나타났다. 따라서 ppb 단위의 미량분석시 

활용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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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최적화된 ion-pair SPME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29th Official 

OPCW Proficiency Test (29차 OPCW 미지물질 분석 숙련도 시험)의 

water sample을 선택하여 실제 적용실험을 실시하였다. water sample 

3 ㎖에 EHAB ion-pair agent 0.125 M을 주입하고 PDMS-DVB fiber

를 장착한 SPME를 사용하였다. pH 7, 교반 rpm은 300 rpm, 추출시간 

15분, 탈착시간 2분으로 하여 실험한 결과 sarin보다 독성이 강한 화학

무기로 알려진 VX의 산성분해물질인 Ethyl methylphosphonic acid 

(EMPA)를 탐지할 수 있었다. EMPA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이의 정량분

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표준용액을 제조한 후 검량선을 작성해보았다.

   EMPA의 표준용액은 Aldrich사에서 구매한 98% 시약급을 사용하였

고 메탄올을 이용하여 1,000 ppm의 stock solution을 만든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100 ppb, 1 ppm, 5 ppm, 10 ppm의 용액을 만들었다. 각각의 

농도에 대하여 EMPA를 탐지했던 최적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SPME를 

이용하여 추출을 실시하고 그 후 GC/MS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Fig 19, y=(1E+07)x-(2E+06), R2=0.997) 

검량선의 R2는 0.997로 직선성이 양호하였다. 검량선을 이용하여 정량분

석한 결과 농도는 0.15 ppm로 확인할 수 있었다.

   EMPA 또한 IMPA나 MPA와 동일하게 phosphonic acid계열로서 

SPME를 이용하여 탐지 및 정량분석이 가능하여 CWA의 검증절차시 활

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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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PME calibration curve of EMPA standar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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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otal ion chromatography(Tic) of the SPME in-situ derivatised 

water sample from the 29th Proficiency Test Time in min

10.540

EMPA-TB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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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화학물질 분석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LLE추출법과 SPME의 비교 실

험에서 검출한계는 SPME의 방법이 약 10배정도 더 정밀한 값을 나타내

었다. SPME의 검출한계는 10 ppb로 dirinking water에서의 safe level

의 추정농도인 50-200ppb(2/3L)(Lakso and Ng, 1997)를 고려해 본

다면 SPME의 방법이 sarin에 대한 SPME의 활용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재현성은 SPME와 LLE법이 모두 10% 이내의 재현성을 나

타내었는데 화학작용제에 대해 정해진 %RSD의 범위는 없지만 유기인계 

농약의 EPA 507, 508에서 허용하는 ±30%와 비교한다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므로 재현성이 양호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회수

율을 비교한 결과 LLE법에 비해 SPME법이 약 16배 정도 낮은 회수율

을 보였으나 GC/MS에 주입되는 양은 약 50배정도 큰 값이었다. 이는 

SPME법이 LLE법에 비해 농축효과가 우수함을 나타낸다. 소요되는 시간

상으로도 LLE법은 약 4-5시간이 소요됨에 비해 SPME는 1시간정도 소

모되었고 LLE는 발암물질인 dichloromathane을 사용하지만 SPME는 용

매의 사용이 전혀 없는 등 편의성면에서 SPME가 훨씬 뛰어남을 알 수 

있다.

   Sarin의 분해물질인 IMPA, MPA에 대해 SPME법을 적용하기 위한 

최적화 실험을 실시하였다. SPME를 이용한 분석물질의 추출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변수는 fiber의 종류, 추출시간, 추출온도, pH, 온도, 시료

부피 등이며, 탈착은 시간과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분석대상 시

료에 대한 최적의 조건 결정은 SPME 분석에 필수적이다 (Augusto and 

Luiz, 2002; Beltran et al., 2000; Thodoridis et al., 2002). 먼저 변

수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fiber를 선정하였다. fiber는 분석대상물에 대한 

친화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PDMS-DVB의 추출효율이 가장 좋았다. PDMS-DVB는 제품사의 매뉴

얼 상으로는 극성과 비극성을 모두 띄는 양극성물질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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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의 ROP에서는 CWA의 분석에 용이한 fiber로 소개하고 있다 

(Paula, 2011). fiber가 양극성을 띄고 있으므로 ion-pairing이 일어나

는 극성부분과 비극성의 hydrocarbon의 부분이 fiber와의 흡착효율을 높

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ion-pairing을 적용하지 않은 Sng 

and Ng (1999)의 연구에서는 carboxen-PDMS fiber가 MPA와 

EMPA에 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carboxen-PDMS fiber는 제품 

매뉴얼상 극성이 있는 물질로 극성물질의 분석에 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ion-pairing을 적용시키지 않았으므로 분해물질은 극성도를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carboxen-PDMS fiber와 잘 흡착이 있어났으리라 판

단된다. 각 fiber에 대한 특징은 Table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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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Summary of commercially available SPME fibers(Vas and Vekey, 2004)

Fiber coating Film thickness(㎛) Polarity Coating method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

Technique Applications

Polydimethylsiloxane

(PDMS)
100 Non-polar Non-bonded 280 GC/HPLC Volatiles

PDMS 30 Non-polar Non-bonded 280 GC/HPLC Non-polar semivolatiles

PDMS 7 Non-polar Bonded 340 GC/HPLC
Medium-to non-polar 

semibolatiles

PDMS-DVB 60 Bipolar Cross-linkded 270 HPLC General purpose

PDMS-DVB 65 Bipolar Cross-linkded 270 GC Polar volatiles

Polyacrylate(PA) 85 Polar Cross-linkded 320 GC/HPLC polar simivolatiles

Carboxen-PDMS 75 Bipolar Cross-linkded 320 GC Gases and volatiles

Carboxen-PDMS 85 Bipolar Cross-linkded 320 GC Gases and volatiles

Carbowax-DVB 65 Polar Cross-linkded 265 GC Polar analytes(alcohols)

Carbowax-DVB 70 Polar Cross-linkded 265 GC Polar analytes(alcohols)

Carbowax-templated 

resin(TPR)
50 Polar Cross-linkded 240 HPLC Surfactants

GC Odours and flavours270Cross-linkdedBipolar50/30DVB-PDMS-Carbox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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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n-pair reagent는 분석대상물질과 fiber를 흡착시키는 계면활성제

의 일종으로 초기분석물보다 분배계수를 높여 pairing의 형성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ion-pair reagent는 carbon chain의 길이와 입체구조가 각

각 다른 4종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EHAB, DTAB, OTAB는 carbon 

chain의 길이비교를 위한 인자이고 TBAB는 입체장애의 비교를 위한 인

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IMPA에서 TBAB가 가장 추출효율이 좋지 않았

고 MPA와 IMPA 두 물질에서 EHAB가 가장 추출효율이 좋았다. 

EHAB, DTAB, OTAB 중 EHAB의 carbon chain의 길이가 가장 긴 것

으로 보아 ion-pair reagent fiber간에 carbon chain의 길이가 중요 변

수인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TBAB를 제외한 나머지 3종은 긴 직선

형인데 반해 TBAB는 짧은 carbon chain과 사면체의 구조를 띄고 있어 

흡착시 입체장애가 생기게 되어 TBAB 흡착효율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ion-pair를 이용한 SDME(Single Drop Microextraction)를 

연구한 (Park et al., 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CTAB, DTAB, 

OTAB 와 TBAB 4종을 비교실험 하였는데 이때 CTAB, DTAB, OTAB 

중 EHAB와 구조가 유사한 CTAB의 추출효율이 가장 좋았고 TBAB가 

가장 입체장애가 커서 추출효율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가

장 alkyl chain이 길었던 EHAB의 효율이 좋았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EHAB가 ion-pair reagent로 선정되었다. 

   Ion-pair reagent의 농도는 0 ~ 0.15 M까지 다양화하여 비교하였

다. (Park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0.5 mM 까지 비교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더욱 확장하여 수용액상에서 포화되는 한계농도까지를 실험해

보았다. 0.15M에서 포화되어 더 이상 녹지 않았으며 MPA에서는 

0.125M에서 가장 높은 피크를 나타내었고 IMPA는 0.1 M 이후로 일정

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ion-pair reagent를 넣지 않았을 때(0 M)

보다 흡착효율은 0.125 M을 넣을때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ion-pair reagent의 사용시 최적농도를 알 수 있음과 동시에 ion-pair 

reagent를 사용하는 것이 흡착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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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지점에서 % RSD를 구해본 결과 대략 12% 미만의 값들이 산출되

어 재현성도 양호했음을 알 수 있다. 

   평형상태에서 해리평형을 변화시켜 추출형태의 농도를 증가시켜 추출

효율을 변화시킬 수 있다 (Boyd-Boland, 1996). pH는 분석대상물질을 

완벽히 deprotonation 하기 위하여 그 물질의 pKa보다 높은 값으로 pH

가 설정되어야만 한다 (Park et al., 2012). 따라서 산성인 본 물질보다 

높은 pH에서 더 좋은 효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 pH 1.5 

- 9까지 산성과 중성, 알칼리성으로 전 범위에서 산도를 맞추어 실험해

본 결과 중성조건인 pH 7에서 가장 좋은 추출효율을 보였다. 이는 

deprotonation의 임계점으로 고려할 수 있는 pH 7 정도에서 효율이 좋

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두 물질 다 산성조건 내지는 처음의 pH인 

4.48보다는 pH가 높은 값이 좋은 효율을 보였다. Sng and Ng (1999)

의 연구에서는 중성조건보다는 pH 1.5의 강산성에서 더 효과적이었다. 

이는 ion-pairing을 사용하지 않고 염석효과를 위해 염화나트륨을 사용

하기 때문이다. 분석대상물을 deprotonation시키지 않고 salt out시키기 

위하여 pH가 낮게 설정될수록 흡착효율이 좋아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ion-pairing을 시키는 과정에서 deprotonation이 일어나야 하므로 

pH가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이 흡착효율이 좋아진다.

   추출평형의 도달을 위하여 적당히 교반을 시킨다면 평형도달시간은 더 

빨라진다 (Vas and Vekey, 2004). 추출과정에서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

은 물 중에서의 질량 이동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분석물질의 

빠른 확산을 위하여 일정한 교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Boyd-Boland, 

1996). Park 등 (2012)의 연구에서 CWA의 산성분해물질 4종(EMPA, 

PMPA, TDA, BA)에서는 400 rpm에서 가장 좋은 흡착효율을 나타내었

다. Fig. 16의 본 연구와 비교를 해보면 MPA는 200 rpm에서 일정하게 

증가하고 IMPA에서는 200 rpm을 정점으로 추출효율이 떨어짐을 보여

준다. Sarin의 분해물질 2종을 동시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점인 

300rpm이 최적의 조건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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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추출시간이 길어질수록 효율은 좋아지는데 일정한 평형도

달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SPME에서 최적추출시간은 20분이라는 연

구결과(Navalon et al., 2002)를 참고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Sng 

and Ng, 1999)의 연구에서는 MPA가 5-10분 사이에서 급속하게 증가

하다가 10분에서 30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에서는 두 물질이 15분 이후로 평형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

라서 두 물질은 추출시간은 15분으로 정하였고 %RSD를 산출한 결과 

12% 이내의 값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7을 보았을 때 추출시간이 

처음 5분 일 때 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MPA와 IMPA간의 area의 차이

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추출이 일어날수록 MPA의 추출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MPA에는 OH 기가 2개이므로 H가 

deprotonation되면서 2개의 H가 떨어져 나감으로 IMPA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음이온의 형태를 띄게 되므로 MPA와 IMPA 두물질이 완벽히 

ion-pair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MPA가 ion-pair를 더 강하게 형

성하게 되어 fiber에 대한 흡착이 높아지게 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SPME fiber의 탈착은 분석물질의 끓는점과 GC주입구의 온도, fiber

의 적용가능한 최대온도를 고려해야 한다. Sarin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유기인계 농약의 SPME를 이용한 연구(Jang, 2003)에서는 약 270℃가 

최적의 온도였다. 하지만 PDMS/DVB의 최대사용가능한 온도가 270℃이

고 최대온도에서 fiber를 사용할 경우 수명이 줄어들며 sarin의 추출은 

250℃가 적당하다는 연구결과(Hussain, 2007)를 참고로 하여 온도를 

250℃로 고정하고 탈착시간을 비교하였다. 탈착시간은 fiber의 코팅으로

부터 분석물의 탈착에 2분이 가장 안정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Scheppers and Pawliszyn, 1999). 하지만 실험목적상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여 15분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2분 이후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같은 수치였다. 이는 2분 간 모든 흡착물

질이 완벽히 fiber에서 떨어져 나가 GC/MS로 주입되는데 2분이 걸린다

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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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성은 IMPA가 7.38, MPA가 8.17의 %RSD를 나타내었다. 재현

성에 대한 오차를 나타내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유도체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MPA는 2개의 OH를 가지고 있고 

IMPA는 1개의 OH를 가지고 있다. 유도체화는 OH기의 H가 떨어지며 

반응성이 좋은 유도체화 시약의 치환기와 반응을 하여 휘발성이 좋은 물

질로 변화가 되는 것이 기본과정인데 이때 각 OH기와 유도체화가 불완

전하게 일어날 수 있다 (Sng and Ng, 1999). 따라서 그 수율이 달라지

고 이에 따라 %RSD의 값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물의 흡착

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의 흡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석물에 SPME를 

흡착시키기전에 먼저 유도체화 시약에 약 5분간 fiber를 노출시키는

pre-derivatisation 과정을 거쳤으나 완전히 제어하기는 쉽지 않았으며 

이것이 약간의 오차로 나올 수 있었다. 이에 OH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MPA가 IMPA보다 재현성에서 더 작은 수치로 나타나게 되었다. Sng 

and Ng (1999)의 연구에서 MPA의 %RSD (n=5)는 15%, EMPA의 

값은 14.1%로 이 역시 OH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EMPA의 재현성이 

MPA에 비해 조금 더 낮은 값을 가졌고 ion-pair reagent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와 본 연구를 비교해 본다면 물에 의한 흡착에 대한 오차를 

ion-pair reagent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줄일 수 있었다. 

   검출한계는 S/N = 5보다 큰 값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Sng and 

Ng, (1999)의 연구결과 MPA는 10 ppb, EMPA는 200 ppb인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Park 등 (2012)의 연구에서는 EMPA가 50 ppb 인 것으

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PA는 10 ppb, IMPA는 100 ppb로 나

타났다. 유기인계의 농약을 검출한 연구에서는 S/N=3이상에서 10 

-100 ppb로 검출한계가 나타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보통 

OPCW 숙련도 시험의 출제시료가 1-10 ppm인 것을 고려한다면 본 연

구의 결과값을 고려해볼 때 훨씬 정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OPCW에서는 2010년부터 생체에서 얻어진 시료에 대한 예비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생체시료는 화학작용제가 사용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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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로부터 수집한 소변, 혈액과 같은 시료인데 기존의 검증대상인 

환경시료가 1-10 ppm 농도의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생체시료

는 ppb 수준의 농도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 생체시료에 대한 작

용제 검증분석시에 본 연구에서 최적화된 SPME법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그 검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환경시료 중 수체내에서의 화학작용제, 특히 sarin

에 대한 분해물질의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CWC 협약에 

따른 화학작용제 검증방법도 개선을 할 수 있고 타 연구자의 화학작용제 

및 분해물질에 대한 연구시 분석방법에 대한 표준화도 가능하리라 생각된

다. 또한 나아가 과거 화학무기를 소유했던 우리나라나 향후 북한의 화학

작용제 사용에 대한 검증연구시, 정립된 분석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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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LLE법과 SPME법을 비교하여 그 회수율과 추출효율을 비

교하였고 최적화된 SPME법을 이용하여 CWC의 규제대상물질인 sarin의 

분해물질에 대한 분석법을 확립하고 실제 미지시료에 대한 탐지실험을 적

용을 실시하여 신속한 정성 및 정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최적조건의 

변수는 fiber, ion-pair reagent, ion-pair reagent의 농도, pH, 교반속

도, 추출시간, 탈착시간에 대하여 최적화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LLE법과 SPME법에 대한 비교실험 결과는 절대적인 회수율 측면에서

는 약 16배정도 LLE법의 회수율이 높았지만 농축효율면에서는 SPME법

이 약 50배정도의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또한 sarin의 분해물질에 대한 

SPME의 분석법을 최적화한 결과, fiber는 PDMS, PA, PDMS-DVB, 

Carboxen-PDMS, DVB/Carboxen/PDMS 5종에 대한 비교를 하였는데 

PDMS-DVB가 가장 흡착효율이 뛰어났다. ion-pair reagent는 Ethyl 

hexadecyl dimethyl ammonium bromide(EHAB), 

Tetrabutylammonium bromide(TBAB), Dodecyltrimethyl ammonium 

bromide(DTAB), n-octyltrimethyl ammonium bromide(OTAB) 중 

EHAB의 효율이 가장 좋았다. ion-pair reagent의 농도는 0.125M에서 

가장 효율이 좋았으며 pH는 중성조건인 pH 7에서 가장 효율이 높았다. 

교반 rpm은 300 rpm을 최적의 조건으로 확인하였으며 추출시간은 20

분, 탈착시간은 2분을 최적조건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조건으로 실제미지시료인 OPCW 29차 숙련도 시험의 water 

sample을 분석한 결과 VX의 산성분해물질인 EMPA를 확인할 수 있었

다. 검량선을 작성하고 정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0.15 ppm의 농도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sarin의 분해물질인 IMPA, MPA 

등 alkylphosphonic acid류가 포함된 수용액시료를, 전처리 및 복잡한 유

도체와 과정이 필요없는 ion-pair SPME법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

게 정성 및 정량분석 해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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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Acidic hydrolysis products of 

O-isopropyl methylphosphonofluoridate(Sarin) 

by Ion-pair Solid-phase microextraction

Kim, Kwan-Tae

Dept. of Environmental Health,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effectiveness of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in April 1997,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analysis 

of chemical weapons and their degradation products have been the 

focus for many researchers. The 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has 

assembled the 'List of Materials for the Preparedness of 

Accidents', based on materials which were previously utilized in 

chemical warfare or terrorism and are readily accessible and 

usable. Sarin is one of the chemicals on the list due to its 

toxicity and its history of being used in war as well as in 

terrorism incidents. However, the analysis of degradation products 

of sarin in solution is difficult to achieve through GC/MS, and will 

first require derivation. The necessary pre-treatment for this is 

usually complicated and time-consuming. Furthermore, North 

Korea is highly suspected of possessing stockpiles of this 

notorious compound. Thus, improving the analysis method of tox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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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s is essential in obtaining a rapid and accurate analysis 

result upon chemical terrorism/accidents, thereby minimizing 

damage through a prompt response. 

   In this research, we examined SPME method which is 

convenient and does not require pre-treatment for measuring 

sarin and degradation products. First, the effectiveness of SPME 

has been confirmed by comparing SPME with the LLE method by 

determining recovery rate, absorption efficiency and detection 

limit reproducibility. Then SPME method for analyzing the 

degradation products of sarin has been optimized such as the 

parameters of optimal condition, fiber, ion-pair reagent, ion-pair 

reagent concentration, pH, stirring RPM, extracting time and 

desorption time. Also, in order to apply the optimized method into 

practical use, an unidentified water sample from the 29th OPCW 

Proficiency Test has been analyzed. As a result, EMPA, an acidic 

degradation product of VX, was identified.

  The comparative experiment of LLE method and SPME method 

revealed that the recovery rate for LLE was 16 times higher than 

that of SPME for absolute recovery rate, but with regards to 

concentration efficiency, SPME was 50 times higher. Also, upon 

optimization of SPME analysis method for sarin degradation 

products, PDMS-DVB was proven to be the most efficient in 

terms of adsorption among fibers, and Ethyl hexadecyl dimethyl 

ammonium bromide (EHAB) was shown to be the most efficient 

as ion-pair reagent. The ion-pair reagent was shown to be most 

efficient at concentration of 0.125M and at a neutral environment, 

pH 7. The optimal stirring RPM was found to be 300 RPM. The 

optimum extraction time and desorption time was confirm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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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inutes and 2 minutes, relatively.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utilizing ion-pair SPME, which does not require 

pre-treatment nor complex derivation, to analyze sarin and its 

degradation products IMPA, MPA, and other solution samples 

containing alkylphosphonic acid, will prove to be a valuable 

analysis method when determining a chemical agent, due to its 

rapid and accurat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Keywords : Sarin, CWA(Chemical warfare agent), SMPE, ion-pair

Student number : 2011-2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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