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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cigarette smoke aerosol particles in indoor environment based-on
organic components using an high resolution time of flight aerosol mass spectrometry. An averaged mass spectrum shows
main peaks appearing at m/z43, 41, 29, 27, 55, 69. Elemental ratio of reconfigure using only C, H and O components,
elemental ratio of C was 0.776, H was 0.095 and O was 0.129. The averaged organic components were mainly indicated
hydrocarbon compounds (CnHm) as well as presence of oxygenated organic compounds (CnHmOy). Most of organic
components showed their peak in the accumulation mode size of 500 nm ~ 700 nm.
Key Words : Cigarette smoke aerosol, HR-ToF-AMS (High Resolution Time of Flight Aerosol Mass Spectrometry), mass
spectrum, size distribution
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실내 환경 중으로 배출된 담배연기 에어로졸 입자에 대하여 에어로졸 질량분석계를 이용하여 유기성분
에 대한 평균질량스펙트럼과 입경분포를 파악하였다. 실내 환경 중에서 측정된 담배연기 에어로졸 입자 중의 유기성분은
m/z43, 41, 29, 27, 55, 69에서 주요 피크가 검출되었다. 탄소(C), 수소(H), 산소(O)의 원소성분으로 질량스펙트럼을 재구
성한 결과 탄소가 0.776, 수소가 0.095 그리고 산소가 0.129로 나타났으며, 산화 유기물의 형태(CnHmOy)보다 탄화수소화
합물(CnHm)이 우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입경에 따른 질량분포 분석를 통해 대부분 유기에어로졸 입자는
500 nm ~ 700 nm 영역의 직접모드에서 나타났다.
주제어 : 담배 연기 에어로졸 입자, 에어로졸 질량분석계, 질량스펙트럼, 입경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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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담배 에어로졸 입자들은 흡연과정에 의해 담배 잎이
연소, 열분해 및 증류 되면서 형성된 증기로부터 화학
반응과 응축과정에 의하여 발생되며, 담배 연기 자체는
에어로졸이며 기체상과 입자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
제 흡연조건하의 실내 환경에서 측정된 부유입자상물
질 농도는 0.01~1.2 mg/m3의 매우 넓은 범위로 파악되
고 있으며, 평균직경은 0.2~0.4 µm의 극 미세 입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성옥 등, 2003). 실내 환경
에서 담배연기는 인체에 폭로되는 미세입자의 주요 오
염원으로, 만성 천식, 심장 질환, 폐암 및 만성 폐질환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Klepeis et al., 2003).
담배연기는 발암물질로 실내공기질을 결정하는 중요
한 오염원으로서, 하권철(2001)은 실내사무환경에서
환경성담배연기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에서 벤젠에 대
하여 지표물질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였고, 실내
사무환경에서 담배연기중의 입자상물질을 채취하여 중
금속류를 분석하여 카드뮴에 대하여 지표물질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연구하였다(하권철, 2003). 백성옥 등
(2003)은 실내공기 중 흡연이 부유먼지에 미치는 영향
을 중심으로 도시지역 사무실 내 공기중 환경성담배연
기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한돈희 등(2006)은 환
기가 불량한 실내공간에서 담배연기에 의한 CO, CO2,
TVOC 및 에어로졸의 변화를 조사하여 환기의 중요성
을 파악하였다. 환경성 담배연기의 생물학적지표에 대
하여 백성옥 등(2005)은 일산화탄소, 니코틴, 티오시
안산염, 벤젠 그리고 뇨의 돌연변이성에 대하여 고찰
하였다.
그러나 담배연기 에어로졸 입자의 화학적 성분과 관
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여과지를 이용한 여과방법을 이
용하여 실내환경에서 장시간 시료를 채취하여 공기 중
의 입자상 물질의 농도 및 중금속 성분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실내공간으로 배출된 담배연기의 특성상 빠른
시간에 확산 및 환기됨에 따라서 시료채취시간이 길어
질 경우 화학적 성분이 평균화되는 음의 오차를 유발
할 수 있어 제한점이 있으며, 금속류의 농도는 비소계
농약의 사용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그 양이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다(백성옥 등, 2005). 그리고 채취된
입자의 총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화학적 정보
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내 환경으로 배출된
담배연기 에어로졸은 다른 오염물질과 공기 중에서 응
축작용과 비균질 반응을 통해 입자상 물질로 성장하는
데, 특히 담배연기가 있는 실험환경에 오존을 폭로시켰
을 때 입자의 개수농도가 증가하며, 동일한 조건에서
상대습도를 증가시켰을 때에는 개수농도가 증가하면서

Fig. 1. Schematic view of Aerodyne Time-of-Flight
Aerosol Mass Spectrometer (Source: Jose-Luis Jimenez).

중심입경이 커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Sleiman et al.,
2010).
최근 분석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에어로졸 입자의 화
학적 성분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비행시간 질량분석기
가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 장비는 공
기 중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초미세입자의 화학적 성분
중의 유기물질을 실시간으로 미소 단위 시간에서 분석
하는데 적용되어져 왔으며(Canagaratna et al., 2004;
Topping et al., 2004; Takegawa et al., 2006; Dzepina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실내 환경 중으로 배출된
담배연기 에어로졸 입자에 대하여 에어로졸질량분석계
(ToF-AMS, Time of Flight-Aerosol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유기성분에 대한 평균질량스펙트럼과
유기성분의 입경분포를 파악하였으며, 담배연기 에어
로졸 입자의 생성과 성장에 관한 유기성분 스펙트럼
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비행시간 질량분석계

에어러다인(Aerodyne) ToF-AMS(Aerodyne, U.S.A)
를 이용하여 실내 환경중의 담배연기 에어로졸의 유기
성분을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하였으며, Fig. 1에 장비
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장비의 특성
에 대하여는 이전의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
된 바 있다(Jayne et al., 2000; Allen et al., 2003;
Jimenez et al., 2003; DeCarlo et al., 2004; Canagaratna et al., 2007). 여기에서는 ToF-AMS의 구조와 기
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다.
실내 환경중의 담배연기 에어로졸 입자는 공기와 함
께 100 µm 임계오리피스를 통해 1.5 cm3/s 유량으로
에어러다인(Aerodyne) 공기역학적 렌즈로 유입된다
(Zhang et al., 2002). 렌즈를 통과하면서 입자들은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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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빔의 형태로 집중되고, 이 흐름이 진공 챔버로 진행
되면서 함께 유입된 가스상 물질은 대부분 제거되며,
입자상 물질은 분석실로 유입된다. 공기역학적 렌즈는
구형 입자인 60~600 nm 범위에서 100%의 통과효율을
가지고 있다(Jayne et al, 2000). 진공 챔버에 유입된 입
자는 팽창 및 가속되면서 직경에 따른 고유한 진공종
말속도로 이동한다. 이러한 입자의 이동은 빔(beam)과
같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한다. 입자의 빔이 150 Hz
로 회전하며, 2%의 통과 슬리트(Slite)를 가진 초퍼
(chopper)를 통과하면서 일정하게 단락된다. 입자의 진
공공기역학적 직경은 polystyrene sphere latex(PSL,
NIST) 입자와 같이 입자의 직경, 밀도, 형상계수를 알
고 있는 시료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Jayne et al.,
2000). 진공챔버를 통과한 입자들은 600oC로 가열된
표면에 접촉 또는 충돌하여 기화된다. 기화된 물질은
전자충격(70eV)을 통해 이온화되고, 생성된 양이온은
비행시간챔버(TOF, Tofwerk, Switzerland) 질량분석기
를 통과한 후 MCP(Multi-Channel Plate, Photonis,
U.S.A)에서 증폭되고, 증폭된 신호는 자료획득 장치
(AP240, Agilent, U.S.A)로 전송되어 200GHz의 속도
로 처리되어 디지털(digital) 신호로 변환되면서 저장된
다. 에어로졸 챔버와 ToF 챔버의 진공을 유지하기 위
한 진공시스템은 진공펌프를 보조하는 다이아프램펌프
(diaphragm pump, MD1, Vaccubrand, U.S.A) 1대와 진
공도를 유지하기 위한 터보 멀리큘러 펌프(turbo
molecular pump, V301, Varian, Italy) 2대와 터보 멀리
큘러 펌프(turbo molecular pump, V71, Varian, Italy) 3
대로 구성되어 있다.
2. 에어로졸 입자의 직경 교정

Fig. 1의 PToF(Particle Time of Flight) 영역에서 담
배연기 에어로졸 입자의 입경에 따른 비행속도를 교정
하기 위하여 밀도가 1.05인 구형의 직경을 가진 표준
입자(Poly Styrene Latex, NIST)를 이용하였다. 이 입
자는 스티렌(styrene)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oF
mass spectrometer에서 m/z 104에서 측정된다. 각각
100 nm, 200 nm, 350 nm, 500 nm, 700 nm의 입경을
가진 표준입자를 이용하여 비행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의 Fig. 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y 축은 측정된 이온의 세기를, x 축은 이온
이 검출된 시간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
이 유입된 입자의 비행시간은 입자의 직경이 작을수록
빠른 시간에 검출되며, 입자의 속도와 진공공기동역학
적직경의 관계에 대한 함수는 다음의 Eq (1)과 같다
(Jimenz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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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SL time of flight by selected size.

Fig. 3. Particle vacuum aerodynamic diameter.

Va – VL
V = V L + -----------------------D va⎞ b
1 + ⎛ ------⎝ D∗ ⎠

Eq (1)

여기서, VL = velocity of gas in the lens[m/s]
Va = velocity of gas at the lens[m/s]
Dva = vacuum aerodnamic diameter of PSL[nm]
D* = empirical parameter known as scale diameter [nm]
b = empirical parameter
PSL 입자가 이동한 거리와 비행시간을 통해 비행 속
도를 산출하였으며, 각각의 입경에 대한 속도를 아래의
Fig. 3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값을 Eq (1)의 함수에 적
용하여 그래프를 작성하였으며 각각의 인자를 산출한
결과 Va 534.18 m/s, VL 11.52 m/s, b 0.49, D* 20.41
nm로 산정되었으며, 이 값을 적용하여 입자상 화학 성
분의 크기를 측정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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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온의 비행시간 분석

이온화된 입자는 비행시간 챔버로 유입되고 전기적
으로 고전압으로 가속되며 이때 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기에너지는 운동에너지와 같으므로 검출기에 도달하
는 이온은 질량이 작은 이온부터 순차적으로 검출된다.
Eq (2)는 비행시간챔버에서 시간과 질량에 대한 관계
를 나타내고 있다(Ekman et al., 2009).

L
m-∝ m⁄z
t = --- = L ---------v
2qU

Eq (2)

여기서, L = length of the field-free region
v = the ion velocity after acceleration
m = mass of the ion
q : charge of the ion
U : accelerating electric potential difference
z : the charge state
ToF AMS 분석기는 기본적인 상태 점검 및 내부 교
정에 외부 표준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배경 스펙트럼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질량을 정확
히 알고 있는 검출된 피크를 이용하여 기본 교정을 실
시한다. 위 Eq (2)를 이용하여 비행시간챔버에서 여러
이온들의 고유한 질량에 대한 비행시간의 관계는 Eq
(3)의 지수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계수
a, b, c는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으로 결정하였
으며, 측정된 모든 질량스펙터럼에서 각각의 스펙트럼
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b
– c-⎞ 1 ⁄ b
t = a ( m ⁄ z ) + c , m ⁄ z = ⎛ t--------Eq (3)
⎝ a ⎠

III. 결과 및 고찰

유하는 에어로졸 입자를 ToF-AMS 분석장치를 이용하
여 실시간으로 유기성분에 대하여 질량 스펙트럼을 측
정하였으며, 스펙트럼 자료를 IGOR 6.2(Wavemetric,
U.S.A)에 기반한 ToF-AMS Toolkit 1.51H와 ToF-AMS
HR Analysis 1.10H(Jimenez research group, 2011)에서
제공되는 매스 프레크먼트(mass fragments)를 적용하
여 처리하였다. 입자상 유기물질에서 탄화수소(hydrocarbon)와 같은 CnHm는 이온화원을 통해 CnHm+의 형
태로 파편화되며 질량조각은 단위질량(unit mass) 27,
29, 41, 43, 55, 57, 69, 71 등에서 확인되며, 산화된 유
기물은 CnHmOy의 형태로서 H2O+, CO+, CO2+,
H3C2O+, HCO2+, CnHm+의 형태로 파편화되며 질량조
각은 단위질량 18, 28, 43, 44, 45 등에서 검출된다
(Canagaratna, 2004). 에어로졸 입자에 대하여 분석된
유기성분의 평균스펙트럼을 Fig. 4에 전체 유기성분에
대하여 m/z 10~m/z 130 범위에 대하여 단위질량 m/z 1
단위로 나타내었고(Fig. 4), 주요 검출된 m/z 범위인 m/
z 43(Fig. 5A), m/z 29(Fig. 5B), m/z 27(Fig. 5C), m/z
55(Fig. 5D), m/z 69(Fig. 5E) 영역에서 단위질량 m/z
0.01 단위로 자세히 나타내었다.
분석된 질량스펙트럼에서 주요하게 검출된 m/z에 대
하여 각각 살펴보면, 가장 큰 신호 값을 나타낸 것은
m/z 43 으로 탄화수소류의 C3H7(MW : 43.055)과 산화
된 형태인 C2H3O(MW : 43.018)이 주요 성분이다. 그
다음으로는 m/z 41로서 탄화수소류의 종류인 C3H5
(MW : 41.039)이며, m/z 29는 CHO(MW : 29.003)와
C2H5(MW : 29.039)으로 구성되며, m/z 27은 C2H3
(MW : 27.023)이 주요 성분이며, 일부 동위원소인
13
CCH2(MW : 27.019) 성분이 존재할 수 있다. m/z 50
~m/z 60 범위에서 관측되는 주요한 피크는 m/z 55로서
C4H7(MW : 55.055)과 C3H3O(MW : 55.018)으로 구성
되며, m/z 69는 C5H9(MW : 69.070)와 C4H5O(MW :
69.034)로 구성된다.

흡연이 허용되는 사무실에 대하여 실내공기 중에 부

Fig. 4. High Resolution organic mass stick from smoke aerosol particles in indoo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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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igh Resolution organic mass spectrum from smoke aerosol particles in indoor environment(A: m/z 43 region,
B: m/z 41 region, C: m/z 29 region, D: m/z: 27 region, E: m/z 55 region, F: m/z 69 region).

Fig. 4와 Fig. 5의 분석된 질량스펙트럼 자료를 통해
m/z 10-m/z 130 범위의 질량스펙트럼에 대하여 전체
분석된 질량의 총량의 합을 1로 한 후 ToF-AMS
Toolkit 1.51H에서 제공하는 mass fragments 비율을 적
용하여 C, H, O 성분에 대해 Fig. 6에 질량스펙트럼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실내 환경에서 담배연기 에어러
졸의 평균 질량스펙트럼 비율은 C 성분이 0.776, H 성
분이 0.095 그리고 O 성분이 0.129로 나타났으며, 이
것은 측정된 결과를 통해 담배연기 에어로졸 입자의
조성이 CnHmOy의 산화된 유기물의 형태보다 비교적
CnHm의 탄화수소 형태로 우세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담배연

기의 배출 조건(주류연기, 지류연기)에 따라 보완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체 에어로졸 입자의 비행시간정보를 추출하여 유
기성분에 대하여 주요하게 검출된 성분인 m/z 43, m/z
29, m/z 27, m/z 55, m/z 69의 입경에 따른 질량분포곡
선을 Fig. 7에 도식하였다. 대부분의 유기성분은 200
nm~2,000 nm 부근에 넓게 분포하고 있었고, peak는
500 nm~700 nm 부근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유기에어로졸은 200
nm~800 nm 영역에서 나타나며(Lee et al., 2002; Alfarra
et al., 2004; Topping et al., 2004), 자동차와 같은 배출
원에서 직접 배출된 유기 에어로졸 입자는 약 3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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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construction of unit mass ratio of C, H and O atoms from organic mass spectrum.

Fig. 7. Mass size distribution of organic components of cigarette smoke aerosol in indoor environment.

40 nm의 직경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Akiyama, 2006). Yadav 등(2004)은 담배연기 에어로졸의
입경분포를 300 nm~4,000 nm 영역에서 조사하였으며
주류연기(mainstream smoke)는 약 800 nm 영역에서
최대 피크가 나타났고, 공기 중에서 24시간 경과된 후
에는 약 700 nm 영역에서 peak가 나타나 시간이 경과
된 후의 입경분포는 좀더 작은 영역으로 이동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24시간이 경과된 후의 결과가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담배연기 에어로졸 입자의 입경
분포는 실내 환경에서 측정된 결과로 일정 시간이 경
과된 형태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챔
버 실험을 통하여 흡연자에 의해 담배를 통해 빨려 들
어오는 주류연기(mainstream smoke)와 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는 사이에 잠시 멈추고 있을 때 담배자체
의 연소에 의해 담배 끝부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인

지류연기(sidestream smoke)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
가 있다.

IV. 결 론
실내 환경 중의 담배연기는 실내공기오염의 주요 지
표이자 암을 유발하는 인자이다. 실내 환경으로 배출된
담배연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다른 오염물질
과 공기 중에서 응축작용과 비균질 반응을 통해 입자
상 물질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담배연기
에어로졸 입자의 생성과 성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내 환경 중으로 배출된 담배연기
에어로졸 입자에 대하여 에어로졸질량분석계(ToFAMS, Time of Flight-Aerosol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유기성분에 대한 평균질량스펙트럼과 유기성
분의 입경분포를 파악하였으며, 담배연기 에어로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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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질량스펙트럼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실
내 환경 중에서 측정된 담배연기 에어로졸 입자중의
유기성분의 평균질량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m/z 43,
41, 29, 27, 55, 69에서 주요 피크가 검출되으며, 질량
스펙트럼을 C, H, O 성분으로 재구성한 결과 C 성분
이 0.776, H 성분이 0.095 그리고 O 성분이 0.129로
나타났고, CnHmOy의 산화된 유기물의 형태보다 CnHm
의 hydrocarbon의 형태로 우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경에 따른 질량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담
배연기 에어로졸 입자는 200 nm~2,000 nm 부근에 넓
게 분포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최대 피크는 500 nm~
700 nm 부근에 걸쳐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실내
환경 중의 담배연기 에어로졸 입자에 대한 평균 질량
스펙트럼과 입경분포를 파악하였고, 향후 담배연기 에
어로졸 입자의 생성과 성장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챔버
실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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