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물질 분석 솔루션 제안 

SIFT-MS(Selected Ion Flow Tube Mass Spectrometry) 

SYFT VOICE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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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악취물질  특성 및 규제농도 

SIFT-MS 특징 및 원리

악취물질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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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악취는 육체에 미치는 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중요하다. 악취는 식욕을 잃게 하고, 호흡을 곤란
하게 하며, 멀미와 구토 등을 일으켜 정신의 혼란을 초래한다.  

관능시험법, 기기분석법 등을 이용하여 배출구 또는 부지경계선상에서 측정한다. 관능시험법의 경우 직접관능법, 공기희석
관능법이 있는데 규제기준은 2도(度) 이하로 규제하고 악취물질 중 22개는 지정악취물질로 정하여 별도의 규제기준을 정해 
기기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NO 화합물 화학식 최소감지농도Voice 200 
(@1분 scan time)(ppb) 

냄새특성 
배출허용기준(ppb) 

기타지역 공업지역 

1 
Ammonia 

암모니아 
NH3 3.5* 코를찌르는 썩은 냄새 1000 2000 

2 
Methyl mercaptan 

메틸머캅탄 
CH3SH 0.16* 썩는 배추 20 40 

3 
Hydrogen sulfide 

황화수소 
H2S 0.43* 썩는 달걀 20 60 

4 
Dimethyl sulfide 

황화메틸 
C2H6S 0.1* 불쾌함, 썩는 냄새 10 50 

5 
Dimethyl disulfide 

이황화메틸 
CH3SSCH3 0.2* 썩는 냄새, 마늘냄새 9 30 

6 
Trimethylamine 

트리메틸아민 
(CH3)3N 0.25* 자극성, 썩은 생선냄새 5 20 

7 
Acetaldehyde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 1.6* 코를 찌르는 비린내 냄새 50 100 

8 
Styrene 

스타이렌 
C6H5CH=CH2 0.17* 도시가스냄새 400 800 

9 
Propionaldehyde 

프로피온알데하이드 
CH3CH2CHO 1.6* 자극적인 쓰고 탄 냄새 50 100 

10 
n-Butyraldehyde 

뷰틸알데하이드 
CH3(CH2)3CHO 0.18* 자극적인 쓰고 탄 냄새 9 30 

11 
n-Valeraldehyde 

발레르알데하이드 
(CH3)(CH2)3CHO 

0.96* 
익어서 나는 시고 탄 냄새 9 20 

12 
i-Valeraldehyde 

i-발레르알데하이드 
(CH3)2CHCH2CHO 익어서 나는 시고 탄 냄새 3 6 

13 
Toluene 
톨루엔 

C6H5CH3 0.34* 휘발유 냄새 10000 30000 

14 
Xylene 
자일렌 

p-Xylene 

C6H4(CH3)2 0.62* 휘발유 냄새 1000 2000 m-Xylene 

o-Xylene 

15 
Methyl ethyl ketone 

메틸에틸케톤 
CH3COC2H5 0.61* 자극성, 아세톤 같은 냄새 13000 35000 

16 
Methyl isobutyl ketone 

메틸이소부틸케톤 
CH3COCH2CH(CH3)2 0.67* 자극적인 신나 냄새 1000 3000 

17 
Butyl acetate 

뷰틸아세테이트 
CH3CO2C2H5 1.2* 자극적인 신나 냄새 1000 4000 

18 
Propionic acid 

프로피온산 
CH3CH2COOH 1.2* 자극적이며 쓴 냄새 30 70 

19 
n-Butyric acid 

뷰티르산 
CH3(CH2)2COOH 1.2* 자극적이며 땀 냄새 1 2 

20 
n-Valeric acid 

발레르산 
CH3(CH2)3COOH 

0.5* 
오래신은 양말 냄새 0.9 2 

21 
Isovaleric acid 

이소발레르산 
(CH3)2CHCH3COOH 치즈냄새, 코를찌르는 1 4 

22 
Isobutyl alcohol 

이소뷰틸아코올 
(CH3)2CHCH2OH 1.4* 자극적인 발효 냄새 900 4000 

Table 1. 지정악취물질 특성 및 배출 허용기준 

* Voice200 은 Scan time이 길어지면 최소감지 농도가 내려감

Table 2. 특정대기 유해물질  기준 

화합물 화학식 냄새특성 권고기준 

Dichloromethane 
디클로로메탄  

CH2Cl2 

클로로포름(동물마취제)과 
같은 냄새  

US RfC: 0.173ppm(0.6mg/m3) 

일본대기환경기준:0.043ppm 

WHO의 유럽대기질 가이드라인: 0.86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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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strument

SIFT-MS (Selected Ion Flow Tube - Mass Spectrometry)는 
CI(Chemical Ionization) 방식의 질량분석 장치 이며, 다양한 성
분의 물질들을 한번에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초 단위의 분석시간으로 작업환경 내에 유해가스 모니터
링 및 배출가스 모니터링에 많이 응용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차량에 탑재하여 공장 부지 주변 등 이동을 하며 분석이 가
능하다. 

SIFT-MS 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온 생성
-Syft Technologies의 SIFT-MS는 microwave를 이용하여 Reaction ions을 생성시킨다. 

2. 이온 선택
-생성된 이온들은 사중극자(quadrupole) 질량 필터에 의해서 Reaction ions을 선택적으로 Flow Tube로 이동시켜 준다. 

3. 샘플 주입 및 반응
-Reaction ion은 Flow Tube에서 정밀한 유량 제어에 의해 주입된 샘플과 반응을 하고, product ion을 생성하게 된다. 

4. 반응 생산물의 선택
-생성된 Product ion은  두 번째 사중극자(quadrupole) 질량 필터에 의해 검출기로 측정 물질을 보내준다 . 

5. 검출
-두 번째 사중극자(quadrupole) 질량 필터에 의해 이동된 Product ion을 검출기에서 count하여 질량에 따른 물질의 농도를 
표시하게 된다.  

• 정성• 정량분석이 가능

• 원터치 방식으로 손쉬운 작동 방식

• 시료 전처리 없이 ppt level 까지 바로 분석

• 시료 주입 시 1분 이내에 분석 완료

• On-line 실시간 분석 시스템(농도변화 모니터링 가능)

• 자동 Validation 및 Self Calibration (ICF)

• 원격지원 가능(장비와 데이터시스템 일체형)

• 대기중에 기화된 거의 모든 Gas 상 시료 분석 (VOCs 및 Toxic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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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hods
• Sampling method

SIFT-MS 
Voice200 

Factory 

electronic nose 

electronic nose 

Point 1 

Point 2 

Point 3 

① Point 1 에서 Voice200으로 실시간 악취물질 모니터링 DATA를 통제실로 전송
통제실에서 관리자가 악취물질 Trace를 확인

② Point 2,3 에서 전자코 센서를 이용하여 냄새 모니터링

③ Point 2,3 에서 냄새 물질 발생 시 통제실로 알람 띄움

통제실 

④ 통제실에서 알람이 울린 곳에 Sample case준비

⑤ TEDLAR BAG에 Sample 포집

⑥ TEDLAR bag을 VOICE200으로 이동

⑦ VOICE200으로 분석

⑧ VOICE200으로 결과 확인

⑨ 기준 초과 물질을 확인 하여 발생 원인 조사 및 처리

Odors Analysis 
ID 3470    11-10 12:30 

Odors Analysis 
ID 3470    11-10 12:30 

methylene chloride  
acetone  
ammonia 
methyl mercaptan 
hydrogen sulfide 
dimethyl sulfide 
dimethyl disulfide 
trimethylamine 

< RT 
< RT 
< RT 
< RT 
< RT 
< RT 
< RT 
< RT 

methylene chloride  
acetone  
ammonia 
methyl mercaptan 
hydrogen sulfide 
dimethyl sulfide 
dimethyl disulfide 
trimethylamine 

80ppm 
< RT 
< RT 
< RT 
< RT 
< RT 
< RT 
< RT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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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thods
• Monitoring method

SIFT-MS 
Voice200 

Factory 

SIFT-MS 
Voice200 

Point 1 

Point 2 

① Voice200을 악취측정 주요 포인트 두 곳에 설치

② Point 1,2 에서 악취를 실시간 측정

③ 실시간 측정한 DATA를 중앙 통제실로 전송

④ 통제실에서 악취물질 Trace 확인

⑤ 배출 허용기준을 넘는 악취물질 발생시 알람

통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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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 Syft VOICE 200 SIFT-MS 의 특징 및 장점 

• 3가지 Chemical ionization reaction 을 직접 제어하는 질량 분석기

• 대기 중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 변화를 직접, 온라인/ 실시간 분석 가능

• ppt 레벨의 분석 감도를 별도의 시료 전처리 없이 분석 가능

• 자동으로 validation 수행 가능 한 장비, 약 5분 소요

• Sub-standard 사용으로 별도의 표준물질 없이 분석 대상 물질 추가 가능

• 화학적 이온화 사용으로 fragmentation 이 매우 적어 정량적인 오차가 매우 적음.

• 대기 중 대부분의 기체 및 휘발성 시료 측정 가능

• 수분이 다량 함유된 시료도 별도의 전처리 없이 측정 가능

• Full Mass Scan Mode 와 Selected Ion Mode 를 통한 정성 및 정량 분석 가능

- Syft VOICE 200 SIFT-MS는 악취물질 분석에 적합한 자동화 시스템이며, 부지 내 악취물질 분석에 필요한 최

적의 분석법을 제공한다. 

- Syft VOICE 200 SIFT-MS는 차량에 탐재하여 이동이 가능하게 디자인되어 우수한 안정성을 자랑한다. 

- Syft VOICE 200 SIFT-MS 의 규격 

Analysis Capability 
1. VOCs: (BP<200°C, Molar Mass <400Da)
2. Simultaneous analysis of polar and non-polar
compounds 
3. Ideally suited to any gaseous sample of volatiles
(including, whole-air or headspace above solids 
and liquids, as well as in-mouth and retro-nasal) 
4. Real-time quantitative analysis

Performance 
1. Reagent ion source: air/water
2. Selectable reagent ions: H3O

+, NO+, O2
+

3. Optional Negative ion source On
- (n=1-3)

4. Mass range: 10-300Da
5. Mass resolution: unit mass resolution
throughout the mass range 
6. Response Time: <200 ms
7. Detection limit: 50 pptv
8. Accuracy: Better than +/- 10% in ppbv range
9. Linearity: 100 pptv – 0.1%
10. Measuring range: 100 pptv – 0.1%
11. Standard inlet flow: 10 sccm

Dimensions and average weight 
1. Height: 905 mm (35.7 in.).
2. Width: 725 mm (28.6 in.).
3. Depth: 895 mm (35.3 in.).
4. Weight: 210 kg (463 lb).
5. Integrated castor wheels

Environmental Conditions 
1. Ambient operating temperature: 10°C to 30°C
2. Ambient operating humidity: 5 to 95%
3. Storage extremes: -40°C to 65°C
4. Maximum temperature fluctuation 3°C/h
5. Exhaust facility should be provided for exhaust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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