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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dehyde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슬러지의 일반적인 성분으로 주로 농경

지에서 유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된다. 유럽과 영국은 먹는 물 중 Metaldehyde의 

농도가 0.1 ppb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물 중 존재하는 Metaldehyde는 

활성탄을 통과시켜 제거할 수는 있으나, 사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필터 효율이 

낮아져 주기적인 필터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현재,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GC/MSD) 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LC/MSD)를 이용하여 Metaldehyde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 분

석법 역시 시스템 구성과 유지 보수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스템 운용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분석 기관에 시료분석을 의뢰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한다 . 

Owlstone사는 간단하고 빠르게 물 속에 존재하는 Metalde hyde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 LonestarTM를 개발했으며, 정수장에서 연속적으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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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외부 현장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Lonestar 

TM는 작동이 매우 간단하여 비전문가들도 사용하기 쉽

다. Owlstone사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Metaldehyde

의 일정 검출 농도를 설정해 놓고 그 농도 이상이 검출

될 경우 LonestarTM에서 알람을 울리도록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검출 농도를 색으로 구분하여 0.1 ppb 이하(녹

색), 0.1~0.5 ppb(황색), 그리고 0.5 ppb 이상(빨간색)

으로 Lon estarTM 모니터에서 검출 농도의 대략적인 확

인이 가능하다. 목적 성분에 대한 농도범위는 요구사항

에 따라 기기의 설치 이전에 변경이 가능하다. 

  다양한 물의 종류에 따른 Metaldehyde의 

선택적 검출 

   검출 한계 : 0.1 ppb 

  간단한 기기 운영 : 시료 전처리가 거의 필요 

없거나 간단함 

  기기 운영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음 

  유지 보수/소모품에 대한 비용 최소화 

  분석시간 : 15분 

기 술

초소형 이온 이동도 분석(FAIMS)
: 대기압 상에서 전기장에 변화를 주어
각 이온들의 이동도 차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분리 동정한다.

분석물질 Metaldehyde(CAS 번호 : 9002-91-9)

검출한계 0.1 ppb

분석시간 15분

Threshold 범위와
알람상태 설정

＜ 0.1 ppb : 녹색
0.1 ~ 0.5 ppb : 황색
＞ 0.5 ppb : 빨간색 (알람 작동)

실 험 

Acetaldedye를 분석하기 위해 LonestarTM에 별도의 

샘플링 장치인 ATLAS(At-Line Sampling Module : 고

상, 액상시료의 헤드스페이스 샘플링 모듈)를 장착하여 

시료를 주입하였다. 물 시료 중 Metaldehyde는 Nitric 

acid를 이용하여 Acetalde hyde로 전환된다. Metalde 

hyde는 Acetaldehyde 4분자로 이루어진 4분자체 구조

로 각각의 Metaldehyde는 산에 의해 4분자의 Acetalde 

hyde로 전환된다<그림 2>. 물 시료에 Metalde  hyde를 

주입하고, Nitric acid의 몰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표 1> Metaldehyde 분석을 위한 LonestarTM 설정 조건 

<그림 2> Metaldehyde의 Acetaldehyde 전환 과정 

<그림 1> Owlstone사의 LonestarTM (휴대용 가스 분석기) 

Metaldehyde 4 ×  Acetaldehyde 

With acid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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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스페이스 모듈은 일반적인 헤드스페이스와 같이 

바이얼에 시료를 담아 온도를 가해주면 휘발된 성분들

이 LonestarTM로 주입이 된다. 이때 시료가 이용하는 

경로는 모두 비활성 처리가 되어 있고, 시료들은 3개의 

Nafion® ion-exchange membrane 사이를 통과하면서 

수분이 제거된다. 

Changing molarity of HNO3 (5 ppm metaldehyde, 50℃, running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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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itric acid 몰 농도에 따른 Acetaldehyde 전환 비율 그래프
(조건 : Nitric acid 몰 농도 0.5, 1, 1.5, 2, 3, 6M / Metaldehyde 농도 5 ppm / 온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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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etaldehyde 분석을 위한 기기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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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다이나믹 헤드스페이스 샘플링 방법으로 

시료 전처리한 후 LonestarTM에서의 시료이동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깨끗하게 건조된 Air는 헤드스페이스에서 

Acetaldehyde를 퍼징시켜 Nafion® 튜빙 경로를 통해 

Spectrometer까지 보내준다. 가스 샘플링 밸브를 통해 

시료 이동경로를 변환시켜 시료 분석 중간에 깨끗하고 

건조된 Air로 Nafion® 튜빙을 세척한다. 원하는 감도

로 분석하기 위해 수분이 제거된 시료는 더욱더 깨끗하

고 건조된 Air와 섞인 후 LonestarTM로 주입된다. 

실험 결과 

물 시료에 다양한 농도의 Metaldehyde를 주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반복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9>는 Blank 시료(빨간색)와 0.1 ppb metaldehyde

를 주입한 물 시료(파란색)를 직류전압(Compensation 

Voltage, CV ; 이온의 궤도를 조정하여 검출기까지 도

달할 수 있도록 함) 범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직류전압범위는 75%의 전기장(Dispersion 

Field, DF)에서의 결과값이다(<그림 7>과 <그림 8>에서 

보이는 가로선이 75%의 전기장을 뜻함). 

[시료 전처리 과정] 

1.  일정량의 시료를 시료 Bottle에 담고, Nitric acid을 
첨가한다. 

2.  시료 Bottle을 ATLAS의 Sample holder에 장착한다.

 3.  LonestarTM 소프트웨어에서 시료가 분석되고, 
Metaldehyde의 검출되는 농도에 따라 알람이 
작동된다. 

4.  소프트웨어 설정이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어 
간단한 시스템 교육 후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그림 5> 시료 전처리 과정 

<그림 6> LonestarTM 소프트웨어 

<그림 7> Blank 시료 분석 결과(위) 
<그림 8> 물 시료에 0.1 ppb metaldehyde를 주입하여
분석한 결과(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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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75% 전기장에서 Blank 시료(빨간색)와 0.1 ppb metaldehyde를 주입한 물 시료(파란색)의 직류전압범위 

<그림 10> 물 시료에 0.1 ppb metaldehyde를 주입한 직류전압의 범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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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0.1 ppb metaldehyde를 주입한 물 시

료를 이틀에 걸쳐 분석한 결과로 재현성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결 론 

FAIMS를 기반으로 한 LonestarTM를 이용하여 물 중에 

존재하는 미량의 Metaldehyde를 빠르고 쉽게 정성, 정량

분석하였다. 단순히 산(Acid)만 첨가하여 Metaldehyde를 

Acetalde hyde 4분자로 전환시킨 후 복잡한 전처리 없이 

분석하였다. 또한 ATLAS는 시료 이동경로의 온도 조절

뿐만 아니라 비활성 재질로 되어 있어 Acetaldehyde와 

같은 반응성이 큰 화합물 분석에도 적합하다. 

또한, 시료 이동경로의 전환이 가능하여 Nafion® mem 

brane을 통과시키면서 Acetaldehyde의 함량의 변화없이 

수분만을 제거해 검출 한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ATLAS와 Lon estarTM를 함께 사용하여 Metaldehyde를 

0.1 ppb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