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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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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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trome-

tr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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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gar-

at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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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Schematic view of Aerodyne Time-of-Flight

Aerosol Mass Spectrometer (Source: Jose-Luis Jimen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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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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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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me-

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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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VL

Va VL–

1
Dva

D∗
--------⎝ ⎠
⎛ ⎞

b

+

-------------------------+=

Fig. 2. PSL time of flight by selected size.

Fig. 3. Particle vacuum aerodynamic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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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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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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q (3)

III. 결과 및 고찰

흡연이 허용되는 사무실에 대하여 실내공기 중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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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

carb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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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CCH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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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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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igh Resolution organic mass stick from smoke aerosol particles in indoo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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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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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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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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nm의 직경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Aki-

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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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

AMS, Time of Flight-Aerosol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유기성분에 대한 평균질량스펙트럼과 유기성

분의 입경분포를 파악하였으며, 담배연기 에어로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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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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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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1. 백성옥, 박상곤. 2003. 도시지역 사무실내 공기 중 환

경담배연기의 측정.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20권 제

6호. pp. 715-727.

2. 백성옥, 박선영. 2005. 환경댐배연기의 화학적 특성

과 지표물질. 한국냄새환경학회지. 제4권 제2호. pp.

168-176.

3. 하권철. 2001. 실내사무환경에서의 환경성담배연기

(ETS) 중 일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에 관한 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환경위생학회지. 제27권 제3호.

pp. 87-98.

4. 하권철, 박동욱, 윤충식. 2003. 실내환경의 환경성담

배연기(ETS) 중 카드뮴에 관한 연구. 제16권 제4호.

pp. 299-308.

5. 한돈희, 박수진, 류지혜. 2006. 환기가 불량한 실내공

간에서 담배연기에 의한 CO, CO2, TVOC 및 에어

로졸의 변화.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2권 제2호.

pp. 132-139.

6. Akiyaa Kenichi. 2006. Gas chromatographic analysis

and aerosol mass spectrometer measurement of

diesel exhaust particles composition. Talanta. 70. pp.

178-181.

7. Alfarra MR, Coe H, Allan JD, Bower KN, Boudries

H, Canagaratna MR, Jimenez JL, Jayne JT, Garforth

A, Li SM & Worsnop DR. 2004. Characterization of

Urban and Regional Organic Aerosols In the Lower

Fraser Valley Using Two Aerosol Mass

Spectrometers. Atmospheric Environment. 38. pp.

5745-5758.

8. Allan JD, Jimenez JL, Coe H, Bower KN, Willaiams

PI, Jayne JT & Worsnop DR. 2003. Quantitative

sampling using an Aerodyne aerosol mass

spectrometer, Part1: Techniques of data interpretation

and error analysi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 108:4090.

9. Canagaratna MR, Jayne JT, Chertner DA, Herndon

S, Shi Q, Jimenez JL, Silva PJ Williams P, Lanni T,

Drewnick F, Demerjian L, Kolb CE & Worsnop DR.

2004. Chase studies of particulate emissions from in-

use New York city vehicles. Aerosol Science and

Technology. 38. pp. 555-573. 

10. DeCarlo P, Slowik JG, Worsnop DR, Davidovits P

and Jimenez JL. 2004. Particle morphonology and

density characterization by combined mobility and

aerodynamic diameter measurements. Part 1: Theory.

Aerosol Science Technology. 38. pp. 1185-1205.

11. Dzepina K, Arey J, Marr LC, Worsnop DR, Salcedo

D, Zhang Q, Onasch TB, Molina LT, Molina MJ &

Jimenez JL. 2007. Detection of particle-phas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Mexico City

using an aerosol mass spectrometer.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Spectrometry. 263. pp. 152-170.

12. Jayne JT, Leard DC, Zhang X, Davidovits P, Smith

KA, Kolb CE & Worsnop DR. 2000. Development

of an Aerosol Mass Spectrometer for size and

composition, analysis of submicron particles. Aerosol

Science and Technology. 33. pp. 49-70.

13. Jimenez JL, Jayne JT, Shi Q, Kolb CE, Worsnop DR,

Yourshaw I, Seinfeld JH, Flagan RC, Zhang X,

Smith KA, Morris J & Davidovits P. 2003. Ambient

aerosol sampling with an Aerosol Mass Spectrometer.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Atmospheres.

108(D7):8425.

14. Jimenez Research Group. 2011. http://cires.colorado.

edu/jimenez-group/wiki/index.php?title=ToF-

AMS_Main.

15. Klepis NE, Apte MG, Gundel LA, Sextro RG,

Nazaroof WW. 2004. Determining size-specific

emission factors for environmental tobacco smoke

particles. Aerosol Science and Technology. 37. pp.

780-790.

16. Lee SH, Murphy DM, Thomson DS & Middlebrook

AM. 2002. Chemical components of single particles

measured with Particle Analysis by Laser Mass

Spectrometry (PALMS) during the Atlanta SuperSite

Project: Focus on organic/sulfate, lead, soot, and

mineral particles. Journal of Geophysic Research. 99.

pp. 1347-1370.

17. Rolf Ekman. Jerzy Silberring. Ann Westman-

Brinkmalm. Agnieszka Kraj. 2009. Mass Spectrometry.



106 김정호·이태형·윤관훈·이정주·서병량·박진수·안준영·김신도

John Wiley & Sons Press. New Jersey. pp. 40-43.

18. Sleiman M, Destaillats H, Smith JD, Liu CL, Ahmed

M, Wilson KR, Gundel LA. 2010. Secondary organic

aerosol formation from ozone-initiated reactions with

nicotine and secondhand tobacco smoke. Atmospheric

Environment. 44. pp. 4191-4198.

19. Takegawa N, Miyakawa T, Kondo Y, Jimenez JL,

Zhang Q, Worsnop DR & Fukuda M. 2006. Seasonal

and diurnal variations of submicron organic aerosol

in Tokyo observed using the Aerodyne aerosol mass

spectrometer.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11.

D11206. doi:10.1029/2005JD006515.

20. Topping D, Coe H, McFiggans G, Burgess R, Allan

J, Alfarra MR, Bower K, Choularton TW, Decesari

S & Facchini MC. 2004. Aerosol chemical

characteristics from sampling conducted on the

Island of Jeju, Korea during ACE Asia. Atmospheric

Environment. 38. pp. 2111-2123. 

21. Zhang X, Smith KA, Worsnop DR, Jimenez JL,

Jayne JT, Kolb CE. 2002. A numerical characterization

of particle beam collimation by an aerodynamic lens-

nozzle system. Part I: An individual lens or nozzle.

Aerosol Science Technology. 36. pp. 617-631.

22. Yadav R. Saoud K. Rasouli F. Hajaligol M. Fenner

R. 2004. Study of cigarette smoke aerosol using 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ry. Journal of Analytical

and Applied Pyrolysis. 72. pp 17-25.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