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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에 의해 분석될 시료를 로딩하기 위한 시료 홀더와 그 제조방법이 개시된다. 개시된 시

료 홀더는, 금속 플레이트와,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형성되며 분석될 시료가 로딩되는 박막을 구비하며, 상기 박막

은 탄소를 함유한 물질, 즉 탄소 또는 흑연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박막은 탄소봉을 아크 방전시켜 스퍼터링함으로써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증착될 수 있으며, 탄소 또는 흑연 분말과 휘발성 용매를 페이스트 상태로 혼합한 후, 이 페이

스트를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도포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매트릭스와 실리콘 오일

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고분자 물질 뿐만 아니라 500 Da 이하의 저분자량의 물질도 용이하고 정확하게 분석

할 수 있으며, 염과 같은 별도의 이온화 첨가제 없이도 폴리머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종래의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기의 구성을 간략하게 도시한 도면이다.

도 1b는 도 1a에 표시된 A부분을 확대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도 2a 및 도 2b는 종래의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법에 의해 얻어진 질량 스펙트럼으로서, 도 2a

는 저분자량의 시료로부터 얻어진 질량 스펙트럼이고, 도 2b는 유기 용매를 사용하는 폴리머로부터 얻어진 질량 스펙

트럼이다.

도 3은 종래의 흑연 플레이트로 이루어진 시료 홀더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도 4는 종래의 흑연 플레이트로부터 얻어진 질량 스펙트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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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법에 사용되는 시료 홀더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6은 도 5에 도시된 시료 홀더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 7은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스퍼터링에 의해 탄소 박막을 증착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8a 내지 도 8c는 본 발명에 따른 시료 홀더를 사용한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법에 의해 얻어진 질량 스펙트

럼으로서, 도 8a는 저분자량의 시료로부터 얻어진 질량 스펙트럼이고, 도 8b는 유기 용매를 사용하는 폴리머로부터 

얻어진 질량 스펙트럼이며, 도 8c는 본 발명에 따른 시료 홀더의 탄소 박막으로부터 얻어진 질량 스펙트럼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시료 홀더 110...금속 플레이트

120...탄소 박막 130...시료

140...검출기 150...진공 챔버

160...리셉터 170...탄소봉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고분자 물질 뿐만 아니라 저분자량의 물질

도 용이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용 시료 홀더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단백질 등의 생체 물질이나 폴리머와 같은 분자량이 큰 물질의 질량 분석에 있어서,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이온

화 질량 분석법(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noization Mass Spectrometry ; MALDI MS)이 많이 이용되

고 있다. MALDI 분석법은 시료 홀더에 로딩되어 있는 시료에 자외선 또는 적외선 레이저 빔 을 조사하여 상기 시료를

탈착 및 이온화시킨 후, 그 이온의 비행 시간(Time-of-Flight ; TOF)을 측정하여 그 질량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도 1a는 종래의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기의 구성을 간략하게 도시한 도면이고, 도 1b는 도 1a

에 표시된 A부분을 확대하여 도시한 도면이다.

도 1a와 도 1b를 함께 참조하면, 종래의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기에는, 분석될 시료(21)를 제

공하기 위한 시료 홀더로서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금이 도금된 스테인레스 스틸로 이루어진 금속 플레이

트(10)가 사용되고 있다. 상기 금속 플레이트(10)의 표면에는 시료(21)와 매트릭스(22)가 혼합된 물질층(20)이 도포

된다. 이와 같이 시료(21)가 로딩된 금속 플레이트(10)는 진공 챔버(미도시) 내에 장입되어 지지부재(31)에 안착된다.

상기 금속 플레이트(10)의 표면에 로딩된 시료(21)와 매트릭스(22)에 자외선 또는 적외선 레이저 빔이 조사되면, 시

료(21)는 매트릭스(22)와 함께 탈착되고 이온화된다. 이온들은 그리드(32)에 의해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고, 

편향기(deflector, 33)를 통과하여 검출기(detector, 34)까지 비행하게 된다. 이 때, 검출기(34)에서 검출되는 신호로

부터 이온들의 비행 시간(TOF)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비행 시간을 이용하여 이온의 질량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MALDI 질량 분석법에서는 시료(21)의 탈착과 이온화를 보조해주는 매트릭스(22)가 사용되며, 이 매트릭

스(22)로는 통상적으로 자외선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유기산이 사용된다. 시료(21)의 이온화 과정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 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료(21)에 비해 과량으로 존재하는 매트릭스(22)가 레이저 빔의 에너지를 1차로

흡수하여, 시료(21)와 함께 금속 플레이트(10)에서 탈착되는 과정이나 그 후에, 흡수된 에너지를 시료(21)에 전달하

여 시료(21)를 이온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상기한 종래의 MALDI 질량 분석법에 있어서는, 시료의 탈착과 이온화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매트릭스 또는 

시료와 매트릭스를 혼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매에 따라 시료의 탈착 및 이온화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매



공개특허 10-2004-0105360

- 3 -

트릭스와 시료를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로딩한 후, 용매가 휘발하면서 매트릭스와 시료의 고상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 고상 구조가 부위별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 빔을 흡수하는 부위에 따라 질량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시료를 분석하더라도 시료의 준비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질량 스펙트럼이 다를뿐 아니라, 

금속 플레이트의 각 위치마다 측정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고분자 

물질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매트릭스 또는 용매에 따라 분자량 분포의 변화가 발생하여 정확한 분자량을 얻

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레이저 빔의 조사에 의해 시료 뿐만 아니라 매트릭스도 이온화되기 때문에, 매트릭스와 비슷한 분자량을 가진

물질, 예컨대 500 Da 이하의 저분자량을 가진 시료의 질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매트릭스 이온에 의한 간섭으로 인

해 시료의 질량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도 2a에는 종래의 MALDI 질량 분석법에 의해 저분자량의 시료로부터 얻어진 질량 스펙트럼이 도시되어 있다.

도 2a의 스펙트럼을 보면, 매트릭스 이온들에 의한 피크만 나타나 있고, 시료 이온들에 의한 피크는 거의 나타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스펙트럼에서, 시료의 질량은 일반적으로 전하량에 대한 이온의 원자량(m/z)으로 나타내어진

다.

그리고, 상기한 종래의 MALDI 질량 분석법에 있어서는, 수용성 단백질 분석에서는 매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유기 용매를 사용해야 하는 폴리머의 분석에서는 이온화에 필요한 양성자나 염들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염을 첨

가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도 2b에는 종래의 MALDI 질량 분석법에 의해 폴리머로부터 얻어진 질량 스펙트럼이 도시되어 있다.

도 2b의 스펙트럼을 보면, 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폴리머에 의한 피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편, 매트릭스와 시료의 혼합액이 강한 산성을 띠는 경우에는 금속 플레이트가 부식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부식으로 인한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 거칠기의 변화로 인하여 매트릭스와 시료의 탈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

긴다.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MALDI 질량 분석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일 

예로서, 미국 특허 US 6,288,390호에는 다공성 실리콘 플레이트를 이용한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법이 개시되

어 있다.

개시된 바와 같이, 시료 홀더로서 다공성 실리콘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매트릭스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매

트릭스와 용매의 영향을 제거한 질량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시료의 질량 

분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500 Da 이하의 저분자량을 가진 시료의 질량 분석에 있어서 매트릭스에 의한 간섭을 배

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실리콘 플레이트를 이용한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법에 있어서도, 유기 용매를 사용해야 하는 폴리머

의 분석에서는 이온화에 필요한 양성자나 염들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AgTFA(silver trifluoroacetate)와 같은 

염을 첨가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또한, 다공성 실리콘 플레이트의 제조 공정이 다소 복잡한 문제점도 있다.

한편, 도 3에는 Anal. Chem. 72, 5673-5678 (2000)에 수록된 김희준 등의 논문에 개시된 흑연 플레이트가 도시되

어 있다.

도 3에 도시된 흑연 플레이트(60)의 표면에는 매트릭스 없이 분석될 시료(70)가 다수의 스폿 형태로 로딩된다. 이러

한 흑연 플레이트(60)는 자외선 또는 적외선을 흡수하여 탈착되면서 시료(70)를 이온화시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흑연 플레이트(60)를 시료 홀더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실리콘 플레이트와 마찬가지로 매트릭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매트릭스의 영향을 제거한 질량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흑연 플레이트(60)에는 Na + 이

온과 K + 이온이 들어 있어서 특별히 염을 첨가하지 않아도 폴리머의 이온화가 가능하여 그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흑연 플레이트는 흑연봉을 대략 2mm ~ 3mm의 두께로 절단함으로써 제조되는데, 이 때 흑연봉을 절

단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오일이 사용된다. 이러한 실리콘 오일은 대략 300 ~ 400 Da의 저분자량을 가진 실리콘계 화

합물로서 흑연 플레이트 내에 스며들어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리콘 오일과 비슷한 분자량을 가진 시료의 

질량 분석에 있어서는 실리콘 오일에 의한 간섭으로 인해 시료의 질량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도 4에는 흑연 플레이트로부터 얻어진 질량 스펙트럼이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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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의 스펙트럼을 보면, 대략 300 ~ 400 m/z 부근에서 실리콘 오일에 의한 피크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도 4의 스펙트럼에서 왼쪽에 나타난 두 개의 피크는 각각 Na + 이온과 K + 이온의 피크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 특히 고분자 물질 뿐만 아니라 저분자

량의 물질도 용이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금속 플레이트 표면에 형성된 고순도의 탄소 또는 흑연 박막을 가

진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용 시료 홀더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에 의해 분석될 시료를 로딩하기 위한 시료 홀 더에 있어서,

금속 플레이트; 및

상기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형성되며 분석될 시료가 로딩되는 박막을 구비하며,

상기 박막은 탄소를 함유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용 시료 홀더를 제공

한다.

여기에서, 상기 박막은 탄소 또는 흑연으로 이루어지며, 그 두께는 수㎛ 내지 수십㎛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금속 플레이트는 스테인레스 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에 의해 분석될 시료를 로딩하

기 위한 시료 홀더의 제조방법들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일 특징에 따른 시료 홀더 제조방법은,

금속 플레이트를 준비하는 단계; 및

상기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스퍼터링에 의해 탄소 박막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상기 탄소 박막 증착 단계는, 탄소봉을 아크 방전시켜 스퍼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시료 홀더 제조방법은,

금속 플레이트를 준비하는 단계;

탄소 분말과 용매를 페이스트 상태로 혼합한 후, 상기 페이스트를 상기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도포하는 단계; 및

상기 페이스트를 건조시켜 상기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탄소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른 시료 홀더 제조방법은,

금속 플레이트를 준비하는 단계;

흑연 분말과 용매를 페이스트 상태로 혼합한 후, 상기 페이스트를 상기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도포하는 단계; 및

상기 페이스트를 건조시켜 상기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흑연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조방법들에 있어서, 상기 용매는 휘발성 용매이고, 상기 휘발성 용매는 상기 페이스트의 건조시에 휘발되어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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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박막은 수㎛ 내지 수십㎛의 두께로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금속 플레이트는 소정 두께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절단 가공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스퍼터링 또는 분말의 도포 방법에 의해 형성된 탄소 또는 흑연 박막을 이용하므

로, 매트릭스와 실리콘 오일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게 되어, 고분자 물질 뿐만 아니라 500 Da 이하의 저분자량의

물질도 용이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염과 같은 별도의 이온화 첨가제 없이도 폴리머의 이온화가 가능하여 

그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아래에 예시되는 실시예는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을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기 위

해 제공되는 것이다. 이하의 도면들에서 각 구성요소의 크기는 설명의 명료성과 편의상 과장되어 있을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법에 사용되는 시료 홀더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6은 도 5에 

도시된 시료 홀더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 5와 도 6을 함께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시료 홀더(100)는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에 의해 분석될 시료(1

30)를 로딩하기 위한 것으로, 금속 플레이트(110) 및 금속 플레이트(110)의 표면에 형성된 탄소 박막(120)을 포함한

다.

상기 금속 플레이트(110)는 스테인레스 강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며, 그 두께는 쉽게 변형되지 않을 정도, 예컨

대 2mm ~ 3mm 정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금속 플레이트(110)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금속 재료의 여러가지 가

공 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예컨대, 금속 플레이트(110)는 2mm ~ 3mm 정도의 두께를 가진 스테인레스 강판을 

절단 가공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상기 탄소 박막(120)은 상기 금속 플레이트(110)의 표면에 대략 수 ㎛ 내지 수십 ㎛ 정도의 두께를 가진 얇은 박막으

로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탄소 박막(120)은 흑연 박막으로 대체될 수 있다. 상기 탄소 박막(120)은 스퍼터링 또는 

탄소 분말의 도포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으며, 흑연 박막은 흑연 분말의 도포 방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며 상기 탄소 또는 흑연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7은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스퍼터링에 의해 탄소 박막을 증착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먼저 진공 챔버(150) 내의 리셉터(160) 위에 상기한 방법에 의해 준비된 금속 플레이트(110)를 장

착한다. 이어서, 금속 플레이트(110)의 표면에 스퍼터링에 의해 대략 수 ㎛ 내지 수십 ㎛ 정도의 두께로 탄소 박막(12

0)을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탄소 박막(120)은, 두 개의 고순도 탄소봉(170)에 비교적 높은 전압을 인가하여 탄

소봉(170)을 아크 방전시키고, 이 때 탄소봉(170)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탄소들을 스퍼터링하여 금속 플레이트(110

)의 표면에 증착시킴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한편, 상기 탄소 박막(120)은 탄소 분말을 금속 플레이트(110)의 표면에 도포함으로써 형성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 고순도의 미세한 탄소 분말을 용매와 혼합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만든다. 이 때, 상기 용매는 휘발성 용매인 것이 바

람직하다. 이어서, 상기 페이스트를 금속 플레이트(110)의 표면에 소정 두께로 도포한다. 그리고, 상기 페이스트를 상

온 또는 고온에서 건조시켜 탄소 박막(120)을 형성하게 된다. 이 때, 상기한 바와 같이 휘발성 용매를 사용하게 되면, 

건조 과정에서 휘발성 용매가 휘발되어 제거되므로, 순수한 탄소로만 이루어진 탄소 박막(120)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금속 플레이트(110)의 표면에 탄소 박막(120) 대신에 흑연 박막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상기한 바와 같은 방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고순도의 미세한 흑연 분말을 휘발성 용매와 혼합하여 페이스트 상태로 만든 뒤, 이 페이스

트를 금속 플레이트(110)의 표면에 소정 두께로 도포하고 건조시킴으로써 흑연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시료 홀더(100)의 탄소 박막(120) 또는 흑연 박막은 스퍼터링이나 분말의 도포 방법에 의

해 형성되므로, 종래의 흑연 플레이트와 달리 실리콘 오일이 사용되지 않아서 실리콘 오일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금속 플레이트(110)는 반복해서 재사용될 수 있으므로, 분석시마다 탄소 박막(120)또는 흑연 박막만 얇은 두

께로 형성하면 시료 홀더(100)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종래의 실리콘 플레이트에 비해 시료 홀더의 제조공정

이 단순화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4-0105360

- 6 -

다시 도 5와 도 6을 참조하면, 상기한 바와 같이 금속 플레이트(110)의 표면에 형성된 탄소 박막(120) 또는 흑연 박

막에는 시료(130)가 다수의 스폿 형태로 로딩된다. 이와 같이 시료(130)가 로딩된 시료 홀더(100)는 질량 분석기의 

챔버(미도시) 내부에 장입된다. 상기 시료 홀더(100)가 챔버 내부에 장입된 상태에서, 시료 홀더(100)의 탄소 박막(12

0)에 로딩된 시료(130)에 자외선 또는 적외선 레이저 빔을 조사한다. 그러면, 레이저 빔이 조사된 부위의 탄소 박막(1

20)은 레이저 빔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금속 플레이트(110)로부터 탈착된다. 이 때, 시료(130)도 탄소 박막(120)과 함

께 탈착되며, 탈착된 시료(130)는 탄소 박막(120) 내에 함유된 Na + 이온과 K + 이온에 의해 이온화된다. 상기 시료

(130)의 이온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리드(미도시)에 의해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어 일정 거리만큼 비행하여 

검출기(140)에 도달하게 된다. 이 때, 검출기(140)에서 검출되는 신호로부터 시료(130)의 이온들의 비행 시간(TOF)

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비행 시간을 이용하여 시료 이온들의 질량을 분석하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시료 홀더는 탄소 또는 흑연 박막에 시료를 로딩하게 된다. 상기 탄소 또는 흑연 박

막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외선 또는 적외선을 흡수하여 금속 플레이트로부터 탈착되면서 시료를 이온화시키는 특성

이 있다. 이에 따라, 시료의 탈착과 이온화에 있어서 종래의 매트릭스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매트릭스의 영향을 제

거한 질량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매트릭스로 사용되는 유기산에 의해 금속 플레이트가 부식되

거나 그 표면 거칠기가 변하는 종래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도 8a에는 본 발명에 따른 시료 홀더를 사용한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법에 의해 저분자량의 시료로부터 얻어

진 질량 스펙트럼이 도시되어 있다. 도 8a의 스펙트럼은 도 2a의 스펙트럼과 동일한 시료로부터 얻어진 스펙트럼이다

.

도 8a의 스펙트럼을 보면, 도 2a의 스펙트럼과 달리 매트릭스의 영향이 배제되어 시료 이온들의 피크가 명확하게 나

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탄소 박막 또는 흑면 박막을 이용한 시료 홀더에 의하면, 매트릭스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시료의 질량 분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500 Da 이하의 저분자량을 가진 시료의 질량 분석에 있어서 매트릭스의 간

섭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질량 분석이 가능항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시료 홀더의 탄소 또는 흑연 박막에는 Na + 이온과 K + 이온이 들어 있어서 염과 같은 별도

의 이온화 첨가제 없이도 폴리머의 이온화가 가능하여 그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도 8b에는 본 발명에 따른 시료 홀더를 사용한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법에 의해 폴리머로부터 얻어진 질량 스

펙트럼이 도시되어 있다. 도 8b의 스펙트럼은 도 2b의 스펙트럼과 동일한 시료로부터 얻어진 스펙트럼이다.

도 8b의 스펙트럼을 보면, 도 2b의 스펙트럼과 달리 폴리머 이온들의 피크가 명확하게 검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시료 홀더의 탄소 박막 또는 흑연 박막은 상기한 바와 같이 스퍼터링이나 분말의 도포 방법에 

의해 형성되므로, 종래의 흑연 플레이트와 달리 실리콘 오일이 사용되지 않아서 실리콘 오일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대략 300 ~ 400 Da의 저분자량을 가진 시료의 질량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8c에는 본 발명에 따른 시료 홀더의 탄소 박막으로부터 얻어진 질량 스펙트럼이 도시되어 있다.

도 8c의 스펙트럼을 보면, 도 4의 스펙트럼과 달리 300 ~ 400 m/z 부근에서 실리콘 오일의 피크는 전혀 나타나지 않

고, 20 ~ 30 m/z 부근에서 Na + 이온과 K + 이온의 피크만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은 개시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분야에서 통상적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

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형성된 탄소 또는 흑연 박막을 가진 시료 홀더를 이용하므로, 매트릭스의 영향을 배제

한 질량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탄소 또는 흑연 박막이 스퍼터링 또는 분말의 도포 방법에 의해 형성되므로 

실리콘 오일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고분자 물질 뿐만 아니라 500 Da 이하의 저분자량의 물질도 용

이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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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탄소 또는 흑연 박막에는 Na + 이온과 K + 이온이 들어 있어서 염과 같은 별도의 이온화 첨가제 없이도 폴리

머의 이온화가 가능하여 그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셋째, 금속 플레이트는 반복해서 재사용될 수 있으므로, 분석시마다 탄소 또는 흑연 박막만 얇은 두께로 형성하면 시

료 홀더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종래의 실리콘 플레이트에 비해 시료 홀더의 제조공정이 간단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에 의해 분석될 시료를 로딩하기 위한 시료 홀더에 있어서,

금속 플레이트; 및

상기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형성되며 분석될 시료가 로딩되는 박막을 구비하며,

상기 박막은 탄소를 함유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용 시료 홀더.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은 탄소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용 시료 홀더.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은 흑연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용 시료 홀더.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은 수㎛ 내지 수십㎛의 두께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용 시료 홀더.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플레이트는 스테인레스 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용 시료 홀더.

청구항 6.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에 의해 분석될 시료를 로딩하기 위한 시료 홀더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금속 플레이트를 준비하는 단계; 및

상기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스퍼터링에 의해 탄소 박막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용 시료 홀더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 박막 증착 단계는, 탄소봉을 아크 방전시켜 스퍼터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

석용 시료 홀더의 제조방법.

청구항 8.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에 의해 분석될 시료를 로딩하기 위한 시료 홀더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금속 플레이트를 준비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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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분말과 용매를 페이스트 상태로 혼합한 후, 상기 페이스트를 상기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도포하는 단계; 및

상기 페이스트를 건조시켜 상기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탄소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용 시료 홀더의 제조방법.

청구항 9.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에 의해 분석될 시료를 로딩하기 위한 시료 홀더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금속 플레이트를 준비하는 단계;

흑연 분말과 용매를 페이스트 상태로 혼합한 후, 상기 페이스트를 상기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도포하는 단계; 및

상기 페이스트를 건조시켜 상기 금속 플레이트의 표면에 흑연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용 시료 홀더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 8항 또는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는 휘발성 용매이고, 상기 휘발성 용매는 상기 페이스트의 건조시에 휘발되어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용 시료 홀더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 6항, 제 8항 및 제 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은 수㎛ 내지 수십㎛의 두께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탈착/이온화 질량 분석용 시료 홀더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 6항, 제 8항 및 제 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플레이트는 소정 두께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절단 가공함으로써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저 탈착/

이온화 질량 분석용 시료 홀더의 제조방법.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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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a

도면2b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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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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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a

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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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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