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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재료, 화장품, 화학, 제약 및 기타 제조 산업에서 입고되는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FTIR 분광기가 이러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이러한 물질이 
액체인 경우, 분석자는 현재 투과 분광법 또는 감쇠 총 전반사(ATR, attenuated total 
reflectance) 분광법이라는 두가지 분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80년 이전에는 Mid-IR 분광법에 의한 액체 분석에 투과법만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투과 
셀은 봉인 또는 가변 경로 길이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봉인된 셀은 공장에서 
고정된 경로 길이로 설정되었으며 응용 목적에 적합한 창 재료로 구성되었습니다. 액체 
시료는 시린지와 Luer-Lock 유형 피팅에 의해 봉인된 셀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셀은 
점성이 적은 액체에는 적합했지만 점성이 많은 액체를 측정할 때는 충전과 세척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자
Frank Higgins 및 Alan Rein

Agilent Technologies, Inc. USA

FTIR을 사용한 액체 시료 측정의 개선
DialPath 모듈을 포함한 Cary 630 FTIR 분광기는 ATR 
측정에 비해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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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경로 길이 셀에는 일반적으로 PTFE로 만들어진 미리 절단된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작업자가 특정 응용 목적에 필요한 경로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분리 가능한 창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셀은 고정된 경로 길이 셀보다 유연성이 더 높았지만 성능에 영향을 
주는 누출과 프린지 처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1980년 이후 ATR 유형의 액체 셀이 매우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사용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오늘날 ATR(고체 및 액체 모두)이 Mid-IR 분광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샘플링 기술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ATR의 
경우, 측정 경로 길이는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에바네센트 파의 
침투 깊이에 반사 횟수를 곱하여 정의됩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ATR 엘리먼트 재료(다이아몬드 또는 ZnSe)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경로 길이는 일반적으로 약 12~15μm에 그칩니다. ATR은 짧은 
경로 길이 측정(니트 액체 또는 고농도 분석물이 포함된 Mid-IR 
불투명 용액)에 매우 효과적이며, 긴 경로 길이의 Mid-IR 측정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고정 또는 가변 경로 길이 셀을 사용하는 투과 
분광법이 여전히 표준입니다.

DialPath - FTIR에 의한 액체 분석법에 전환점 마련
애질런트 DialPath 기술은 액체를 측정하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DialPath는 기존 전송 셀의 가변 경로 길이 기능에 ATR 분석법의 
사용 편리성과 단순성을 결합하여 제공합니다. 이 기술(그림 1)은  
30 ~ 1000μm 사이의 공장 보정된 고정 경로 길이 3개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회전시킬 수 있는 광학 헤드가 특징입니다.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1 및 그림 2(가운데)에 나타낸 바와 같이 
DialPath 모듈의 수평으로 배치된 두 창 사이에 소량의 액체 시료 
방울을 떨어트립니다. 액체는 두 창 사이에 끼어 있으며 두 창 
사이의 거리는 재현성이 높은 광학 경로 길이를 정의합니다. 저농도 
시료의 경우, 더 긴 경로 길이 창 세트 중 하나가 선택됩니다. 고농도 
시료의 경우에는 짧은 경로 길이 조합이 사용됩니다. 두 창을 
깨끗하게 닦아 장치에서 다음 시료 처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DialPath 모듈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는 Agilent TumbllR 
모듈에서는 3개가 아닌 1개의 경로 길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모듈 모두 영구적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Cary 630 FTIR 엔진의 
전면에 쉽게 부착됩니다(그림 3).

이 분석기는 이전의 투과 셀 기술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세 가지 경로 길이를 즉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로 길이를 변경하기 위해 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스페이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셀 누출 및 프린지 현상이 
제거됩니다

 – 시료를 주입하는 데 자동 시료 주입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양한 점도의 액체를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휘발성 용질 및 용매가 정확하게 측정됩니다
 – 시료 정리가 매우 빠릅니다
 – 시료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공급품이나 소모품(셀 창, 스페이서, 세정제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울

시료

거울

광원에서 
나오는 IR 빛

검출기로 
들어가는 IR 빛

FTIR

그림 1. DialPath 모듈과 Cary 630 FTIR 분광기를 통과하는 빛의 경로를 보여주는 
광학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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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이 
깨끗한 지 확인 

창에 샘플을 
올려놓음

DialPath를 
분석에 필요한 
경로 길이로 
전환

그림 2. 액체 시료 분석. DialPath 모듈을 이용한 3단계 분석.

그림 3. 애질런트 전용 DialPath 샘플링 모듈이 장착된 Agilent Cary 630 FTIR 
분광기. Cary 630은 초소형의 사용이 간편한 고성능 FTIR 분광기입니다. DialPath 
기술이 결합된 이 분광기는 액체 분석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험 및 결과
액체 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리세롤, 트리아세틴, 디프로필렌 
글라이콜은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에 첨가제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첨가제의 ID와 전반적인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 DialPath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했습니다. 고품질 Mid-IR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 시료의 흡광도가 기기의 측정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짧은 
30μm 경로 길이를 선택했습니다. 4cm-1 분해능에서 64개의 동시 
첨가 인터페로그램으로 구성된 스펙트럼(그림 4)을 수집하는 
데 약 30초가 걸렸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스펙트럼을 온보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기준 스펙트럼과 비교했으며, 그 결과 각각에 
대해 0.99(0에서 1.000까지의 스케일이며 1.000이 완벽한 일치) 
이상의 우수한 일치 품질을 제공했습니다. 매치 품질로 네 가지 
액체의 전체적인 ID와 순도를 확인합니다.

그림 4. DialPath 30 μm 경로 길이를 사용하여 기록된 제품 화합물의 스펙트럼. 
파란색 = 글리세롤, 빨간색 = 트리아세틴, 녹색 = 프로필렌 글라이콜, 보라색 = 
디프로필렌 글라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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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로 길이는 관심 영역에서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순물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경로 길이를 제공합니다. 
글리세롤의 불순물에 대한 PLS 기반 보정(그림 7) 결과를 
바탕으로, R2가 에틸렌 글리콜의 경우 0.9895이고 다이에틸렌 
글리콜의 경우 0.9745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검량을 
기반으로 글리세롤의 두 불순물에 대해 약 0.075vol%의 정량 
한계(LOQ)와 0.04vol%의 검출 한계(LOD)가 얻어졌습니다. 정량 
한계가 FDA 한계인 0.1vol%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사용자는 
글리세롤이 깨끗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훨씬 낮은 LOD 
덕분에 사용자는 이러한 화합물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Agilent MicroLab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수집 직후 모든 계산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최종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분석법 개발 
화학자는 결과의 색상 코딩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가 권장되는지 여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그림 8).

그림 6. 글리세롤의 경우, 100μm 경로 길이(녹색)는 너무 불투명하고 30μm 경로 
길이(파란색)는 불순물에 대해 적절한 검출 한계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75μm 
(빨간색) 경로 길이는 불순물 농도를 감지하는 데 필요한 감도를 제공합니다. 노란색 
패널은 불순물 밴드 측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된 스펙트럼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제품 화합물에는 저농도 불순물이 존재하며, 이러한 
불순물은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초과할 수 없는 특정 임계값이 
있기 때문에 측정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주요 불순물인 에틸렌 
글리콜 및 디에틸렌 글리콜이 들어 있는 니트 시료를 30μm 경로 
길이 창 세트를 사용하여 측정했습니다. 각 불순물의 스펙트럼은 
서로 유사하며(그림 5) 순수 화합물의 스펙트럼과도 유사합니다. 
이러한 불순물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각 개별 화합물에서 
불순물의 양에 차이가 있는 일련의 검량 시료를 구성했습니다. 
Beer의 법칙에 따르면 불순물 밴드의 적외선 흡광도는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화합물의 각 불순물에 대해 PLS(partial 
least square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별도의 검량을 개발했습니다. 
PLS 화학 측정법을 사용하면 각 첨가제에서 에틸렌 글리콜 및 
디에틸렌 글리콜의 관심 대상 흡광도 밴드에 대한 몰 흡수율을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30μm 경로 길이를 사용하여 기록된 에틸렌 글리콜(파란색) 및 디에틸렌 
글리콜(빨간색) 불순물의 스펙트럼. 스펙트럼은 서로 유사하며 제품 화합물의 
스펙트럼과도 유사합니다.

불순물과 첨가제의 스펙트럼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특정 파장 
영역이 측정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글리세롤의 경우 875 ~ 
905cm-1 및 1130 ~ 1200cm-1의 스펙트럼 영역이 불순물 밴드 
측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100μm 경로 
길이는 너무 길어서 관심 대상 밴드를 가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6), 30μm 경로 길이는 불순물 측정에 필요한 감도 수준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75μm 
경로 길이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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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글리세롤에서 에틸렌 글리콜(위) 및 다이에틸렌 글리콜(아래)에 대한 검량 
플롯. 글리세롤의 불순물에 대한 검량 플롯은 매우 우수한 R2 값과 각각에 대해 
0.04vol%의 검출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림 8. Agilent MicroLab 소프트웨어가 글리세롤의 에틸렌 글리콜 불순물 농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분석법의 임계값 설정에 따라 데이터 수집 직후에 
색상으로 구분된 실용적 결과가 보고됩니다. 빨간색 밴드는 불순물 농도가 사양을 
벗어났음을 나타냅니다.

글리세롤의 불순물 측정은 중요한 측정에서 최적의 감도를 
얻기 위해 올바른 경로 길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글리세롤의 점도 때문에 분석가는 
측정을 위해 ATR 분석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투과 액체 
셀은 점성 액체로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ATR 분석법으로 
니트 글리세롤로부터 매우 우수한 품질의 스펙트럼이 얻어지지만 
제한된 경로 길이 때문에 이 분석법은 75μm 경로 길이에서 
얻어지는 불순물 정량화 수준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DialPath 기술은 시료 주입 및 시료 클린업 모두에서 ATR 셀만큼 
사용하기 쉽습니다.

트리아세틴, 프로필렌 글리콜 및 디프로필렌 글리콜 첨가제에서 
에틸렌 글리콜 및 디에틸렌 글리콜 불순물을 검출하기 위해 유사한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트리아세틴에서 이러한 불순물을 
검출할 때 100μm 경로 길이가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트리아세틴이 812 ~ 939cm-1과 
1100 ~ 1200cm-1(그림 4 참조) 사이의 스펙트럼에서 상대적으로 
투명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 불순물 밴드를 감지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에서 트리아세틴은 이전의 글리세롤 예보다 
광학적으로 불투명도가 더 적어 더 긴 경로 길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S를 통해 트리아세틴의 불순물을 보정한 결과,  
에틸렌 글리콜 및 디에틸렌 글리콜에 대한 R2 값은 각각 0.9997과  
0.9998이었고, 검출 한계는 에틸렌 글리콜의 경우 0.04vol%, 
디에틸렌 글리콜의 경우 0.02vol%였습니다. 이러한 보정을 
사용하여 트리아세틴 시료를 측정하면 불순물 농도가 올바른  
사양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디에틸렌 글리콜은 
낮은 농도(0.04% 또는 400ppm)에서 검출되므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순수한 액체 및/또는 고농도 분석물의 ATR 분석이 인기를 얻게 
된 주된 이유는 전반적인 단순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ATR은 
경로 길이의 선택폭이 제한적이고 저농도 분석물을 측정할 때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입고되는 첨가제가 제조 사양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하는 제품의 스펙트럼과 유사한 스펙트럼을 가진 
저농도 불순물을 정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연구의 예에서 
이러한 사실이 잘 설명됩니다. 

이 예에서는 필요한 정량 한계를 달성하기 위해 투과 측정이 
필요했지만, 기존의 액체 투과 셀을 사용하면 특히 글리세롤과 같은 
점성이 있는 액체의 경우 번거롭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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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Path 모듈이 포함된 Cary 630 FTIR을 사용하면 저농도 분석물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긴 경로 길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액체의 전체적인 식별에 사용할 더 짧은 경로 길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DialPath 기술을 사용하면 짧은 경로 길이 
상황에서 이러한 측정을 ATR 만큼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DialPath 기술은 ATR만큼 빠르고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ID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순수한 액체를 측정하는 데 ATR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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