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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new analytical methods and to 

improve detection 1 imi t for inorganic elements and organic comφunds in 

environmental samples. The resul ts obtained in the first year of this 

project for As , Cr , VOCs , particulate materials in environmental samples 

using several methods such as 1CP-MS, F1-AAS , 10n Chromatography, 

FlowFFF(FlowField-FlowFractionation) are as follows . 

Detection 1 imi t of Arsenic by 1CP-MS is 0.017 ng/ml in chloride-free 

samples. If chloride ion exist in samples 35C1 ion combines wi th 40Ar ion 

and conform 4oAr_35C1 ion. 4oAr_35C1 ion effects directly to 75As 

concentration in 1CP-MS analysis because 4oAr_35C1 is same mass wi th 75As . 

607 ng/ml of Cl is equivalent concentration to 0.07 ng/ml of As and 60.7 

ug/ ml of Cl is equivalent concentration to 1.3 ng/ ml of As. (Ref;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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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remova1 of ch10ride ion is required to ana1yze u1tratrace 1eve1 of As 

by ICP-MS. In this experiment , ch10ride ion is removed with using 

Ag-catridge. In the case of 60.7 ug/m1 of C1 , its equivalent concentration 

40. 35 to '~As by combination of ，uAr-~~C1 is 1. 3 ng/m1. This value is decreased to 

0.06 ng/m1 wi th using Ag-cartridge. And simi1ar1y, 607 ug/m1 of C1 is 

75 equivalent to 4. 7 ng/m1 '~As and this value is decreased to 0.1 ng/m1 by 

using Ag-cartridge. On the other hand, as time was passed from the date of 

preparing arsenic standard solutions , the measurement was detected at 

lower va1ues by FI-AAS. 

Di fferent separation-detection 뾰thods ， viz. , KSE wide1y performed in 

domestic method and EPA 218. 6 method using ion chromatography were 

compared for the ana1ysis of Cr6‘ in reagent water , ground water , and rea1 

wastewater. The study found that EPA method 218.6 was shown to be accurate 

and precise for hexavalent chromium in waters of various matrices. The 

stabi 1 i ty of Cr6‘ was studied in waters with respect to 버 and matrix. The 

eva1uation of the results obtained was that Cr6‘ was stab1e in basic sample 

notwithstanding comp1ex matrix for guite 10ng time. 

The TCLP(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designed by US EPA 

app1ied to determine especia11y vo1ati1e organic ana1ytes in 1iquid and mu 

l-tiphasic wastes. Resu1ts represented showed that TCLP using zero-headspa 

ce extraction vesse1 could be recommened to ana1yzis of vo1ati1e organic a 

na1ytes in point of accuracy, lower detection 1imit, and reproducibi1ity. 

A channe1 and main system of F1owFFF(F1ow Fie1d F10w Fractionation) was 

set up for the purpose of the ana1ysis of particu1ate materia1s in water 

and environmenta1 samp1es. For particles having diameter be10w 500 nm, 

optimum condi tion of F10wFFF system was obtained and four po1ystyrene 

1atex standards with diameter range from 54 nm to 360 nm cou1d be 

separated wi th good resu1t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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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1 장 서 프료 
L-

1. 비소 빛 그 화합물은 독물 빛 극불에 관한 법률에서 톡물로 분리되어 관리되 

고 있으며， 환경보전법의 환경오염물질 55 종류 중의 한성분으로 분류되며 또한 

특정 유해물질 17종류 중의 한성분으로 되어 있다. 비소의 각 규제기준은 환경 

기준의 수질기준(하천， 호소)중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에 0.05 mg/ .e 이하로 되어 

있으며 폐수배출기준은 청정지역 O. 1 - 0.5 mg/ .e 이하 및 특례로 1 맹/.e 이 

하로 되어 있다. 배출허용기준(가스)에서는 비소화합물(As로서) 3 ppm 이하로 

되어 있으며， 농수산물 재배를 제한할 수 있는 오염기준은 비소 및 그 화합물이 

토양 중 15 mg/ kg 이하로 되어있는 동 여러 가지로 규제되는 환경 규제 함목중 

의 하나이다 기존의 As 분석법으로는 원자홉팡광도법， 흡광팡도법， 유도결합플 

라스마 원자방출분광법 퉁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환경시료 중에 

존재하는 As의 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공해공정 시험법 ， 특정유해물질 측정시험 

법 동에서 다루고 있는 고전적인 원자홉광광도법 및 홉광광도법에 대해서는 언 

급하지 않았으며 대신 최근에 도입된 흐름주입식 원자홉광분광법 (FI - AAS; Flow 

Injection - Atomic Absoption Spectrometer) 및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분광법 

(ICP-MS:l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meter)을 이용한 As 분석법 

에 대해 다루었다. 이 두가지 분석법은 모두 극미량 분석에 적합하나 분석기기 

의 고가와 분석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문제들로 인해 그동안 많이 적용되지 못하 

여 온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환경시료 중에 극미량으로 존재하 

는 As 분석을 위한 새로운 두가지 분석법을 확립하고자 한다. 유도결합 플라스 

마 질량분광법은 다른 분광분석법에 비해 높은 감도와 깨끗한 background 

spectra를 제공하므로 대부분의 금속원소에 대하여 ppt 수준의 낮은 검출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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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따라서 ICP-MS는 일반적으로 미량 및 극미량의 원소분석을 요하는 무기 

소재， 환경， 의학 빛 약학， 식품 동 다양한 연구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의 원소들은 대개 몇개의 동위원소를 가지나 As의 경우 mass number 75이외의 

다른 동위원소를 갖지 않는다. ICP-MS 분석시 시료 중의 Cl 이온은 Ar 플라스마 

의 Ar과 결합하여 40Ar_35C1을 형성하게 되고 이 poly atomic ion은 75As과 동일 

한 질량을 갖게 되므로 분석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Cl 농도변화에 따른 40Ar_35C1이 As 농도에 미치는 정도를 조사하여 

실제 시료 분석시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도록 하였다. 아울러 Ag-cartridge 

를 이용하여 Cl이온을 제거함으로써 40Ar_35C1의 영향을 없애는 방법도 모색하 

였다. 한편 . Fl -AAS를 이용한 As 분석에 있어서는 비소 표준용액이 시간경과에 

따라서 홉광도 값이 어느정도 변화하는지， 또한 환원제 (NaBH4)는 제조하여 몇일 

이나 사용이 가능한지 동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결정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 

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지를 중점척으로 연구하여 앞으로 극미량의 원소들을 분 

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 크롬 화합물은 도금 및 가죽산업과 페인트， 염색， 폭약과 세라믹 제조에서 

낼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크롬 화합툴툴은 부식 조철에 훨요한 냉각수로토 이 

용 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 크롬 화합물들은 잠재척으로 음용수에 영향을 미칠 

많은 산업 폐수에서 발견이 되었다. 크롬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주로 3가와 6가 

상태로 존재한다. 3가 크롬은 착물율 형성하지 않을 경우 산성 용액에서 잘 녹 

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수산화기와 침전을 형성한다. 3가 크롬은 상대척으로 반 

웅성이 떨어지므로 크롬 3가와 리간드 치환속도가 느려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산화상태가 6인 크롬(Cr6+ )은 호홉시 암을 일으키 

며 폐， 간과 콩팔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3 . 4 이러한 이유로 6가 크롬에 대한 인 

식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6가 크롬을 3가 크롬과 분리하여 규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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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수도법에 의한 음용수 수질기준 및 환경정책 기준법의 수질환경기준 

은 0.05 mg/ .e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 허용 

기준 빛 분뇨， 하수 폐수종말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각각 0.5 mg/ .e 이하 

(청정지역의 경우 O. 1 mg/ .e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성에서 유기물이나 다른 환원제가 존재할 경우 6가 크롬은 3가 크롬으 

로 환원되며， 반면에 염기성에서는 산화제가 존재할 경우 3가 크롬이 6가크롬으 

로 산화됨이 알려졌다. 6가 크롬이 산도에 따라 존재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 6가 크롬은 주로 크롬산(HZCr04 )과 그의 염으로 존재하며 

pH에 따라서 수소 크롬산 이온(HCr04- )과 크롬산 이온( Cr04Z - )으로 존재한다. 즉， 

pH가 1보다 작은 경우는 크롬산(HzCr04 )， 1 에서 6사이에서는 수소 크롬산 이온 

(HCr04 -)으로 존재하며 6보다 큰 경우에는 중크롬산 이온(CrO/- )으로 존재한다 

(Fig. l). 중크롬산 이온(Crz07Z- )은 크롬의 농도가 약 1 g/ .e 보다 많을 경우 두분 

자의 수소 크롬산 이온(HCr04-)과 물의 반웅으로 생성된 이합체이다6 

국내의 수질환경 규정에 의한 6가 크롬 분리는 6가 크롬을 전처리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측정하는 원자홉광광도법，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법과 

비색에 의한 6가 크롬을 정랑하는 방법이 있다. 비색법인 경우는 음용수와 같이 

매트릭스가 깨끗한 시료에는 정밀도와 정확도가 다른 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와 

차이가 없으나， 시료가 혼탁하거나 비색에 방해되는 매트릭스를 많이 포함한 시 

료를 분석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실제 폐수의 분석에는 부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자흡광광도법과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법에 의한 6가 크롬 분석시 

에는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손실이 많고 전처리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 

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IC(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한 EPA 방법8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폐수에 적용시격 그 

방법을 검증하였으며 실존하는 폐수에서 6가 크롬이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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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l Relative distribution of Cr(~) species in water as a 

function of pH 뻐d Cr(~)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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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메트릭스와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즉， 6가 크롬 분석시 다양한 실제 시료 

를 매트릭스와 pH에 다라서 시료를 분류하고 각각 분류된 시료에 대하여 국내에 

제시된 원자흡광광도법 ，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법과 이온 크로마토래피를 

이용한 EPA 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6가 크롬의 상대적인 안정 

성을 비교 분석하여 6가 크롬이 주위 환경에서 받는 영향정도를 비교 분석하였 

다. 

3. 혜기불 중의 휘발성유기물은 국내에서는 트리클로르에틸렌(trichloro

ethylene, 이하 TCE)과 테트라클로르에틸렌(tetrachloroethylene ， 이하 PCE) 2 

종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과정은 시료를 용출한 후 용매 추출한 시료를 기체크 

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이하 GC)를 이용하여 대상성분을 분리한 후 

전자포획검출기 (electron capture detector , 이하 ECD)를 이용하거나， 용출한 

시료를 purge and trap 또는 head space 전처리 과정을 거쳐 ECD 또는 질량검출 

기 (mass selective detector , 이하 MS미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미국 환경 

관리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US EPA)의 폐기물에서의 휘발성유 

기불 규제대상은 클로로에벤， 디클로로에텐， 2-부타논， 클로로포름， 디클로로에 

탄， 벤젠， 테트라클로로메탄， TCE , PCE , 클로로벤젠 및 1 ， 4-디클로로벤젠의 11 

종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과정은 마찬가지로 용출 후에 purge and trap-GC/ ECD , 

MSD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ECD, MSD에 비해 높은 감도와 선택성을 나타내 

는 electrolitic conductivity detector(ELCD) 및 photoionization detector 

(PID)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용출과정과 여과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한 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이하 

TCLP) 방법을 전처리 과정에서 적용하는데， 이 방법은 폐기물 중의 휘발성 및 

반휘발성의 전처리 용출에 함께 적용된다. 특히 휘발성유기물의 경우 용출과정 

에서 상부공간으로 휘발성유기물이 유실됨을 막기 위하여 시료 주입 후 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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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용기 밑부분을 벌어올려 상부공간을 없애도록 고안된 zeroheadspace 

extractor(이하 ZHE)를 사용한다. 이 장치는 용출 과정에서의 휘발성 유기물의 

손실을 배제함과 더불어 용출 후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 여과과정이 용기가 완 

전히 닫혀진 상태에서 용기내의 여과지를 통과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여과 

과정에의 분석물의 유실을 막고 별도의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면리함 

을 제공한다. 이 같은 방법은 다양한 폐기물， 슬러지 빛 토양시료 둥에 일반적 

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복잡한 매트릭스를 가진 이들 시료에서의 휘말성유기물의 

함량 결정은 전처리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몇 단계 처리과 

정을 거침에 따른 손실이 상당한 변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기물 

동을 대상으로 하는 용출 시험 방법을 이용한 휘발성 유기물 결정에 있어서 전 

처리과정에서의 높은 정확도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위 용출 과정에서 용출액은 물을 사용하므로 용출액은 물시료와 같이 취급되 

며 따라서 GC로 주입되기전 다시 일련의 전처리 과정이 요구된다. 휘발성 유기 

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전처리 방법에 대한 륙성이 비교된 바 있으며9 본 연구에 

서 주로 적용한 purge & trap 방법외에 주로 적용되는 방법률과 이들의 륙성은 

다음과 같다. 

용매추출법 (Solvent Extraction Method) 현행 국내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서는 노말-핵산을 추출 용매로 한 이 방법을 표준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시료에 유기용매를 넣고 흔들어 유기 용매충에 높은 분배를 나타내는 유 

기물을 전통적인 액체-액체 분배률 이용하는 추출방식이며 ， 일반적으로 유기용 

매충을 재농축하여 사용한다. 일쩌기 Richard들10은 펜탄 용매률 사용하여 할로 

메탄을 추출한 후 재농축하는 방법으로 ppb수준의 검출결과를 얻었으며， 

Mieurell는 메틸시크로핵산을 추출 용매로 사용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 방 

법은 륙정 성분 그룹을 대상으로 선택적 용매의 선정이 중요하며 ， 용매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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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능력이 정확히 따악되어야 한다. 또한 검출은 선택척 검출 방식인 ECD , 

ELCD로 제한되는데， 이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출 유기 용매를 배제시키기 위함 

이며， 따라서 할로겐화 용매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또한 휘발성이 

강한 화합물인 경우 재농축 과정에서 손실이 크며， 추출 용매에 의한 화합물의 

변성의 소지가 있는 점 둥으로 인하여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사용되며 일괄 

처리에 의한 다양한 화합물을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 방법으로는 부적합하다. 

직접주입방법 (Direct Injection Method) Nicholson들12은 10 뼈 물시료를 

직접 기체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여 ECD로 할로겐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물을 

분석하여 전혀 손실없이 ppb농도 측정이 가능함을 보고한 바 있고， MSD의 선택 

이온 검출 방식을 이용하여 수분의 영향을 최소화한 분석법이 적용된 예13가 있 

다. 이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전처리에 전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전 

처리 조작과정이 거의 없으므로 오차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GC 주입구를 통해 동시에 다량 주입되는 물에 의해 극미량 분석이 용이 

하지 않다. 따라서 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적 검출기인 ECD를 사용하 

여 할로겐을 함유한 화합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반면，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방법은 특정 성분그룹의 화합물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적용이 가능 

하며 ， 시료농축을 통한 검출한계를 낮출 수 없고， 다양한 성분의 동시분석이 불 

가능한 한계성이 있다. 

직접홉착법 (Direct adsorption method) 직접홉착법은 흡착제에 시료를 통 

과시켜 휘발성유기물을 흡착시키고， 다음 과정에서 유기용매를 흘려서 분리시킨 

후 재농축하는 방법이다. Suffet들14은 Amberite XAD-2 macroreticular resin을 

흡착제로， 에테르를 탈착 유기용매로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고， acetylated 

XAD-2 resin과 피 리딘을 사용하여 음용수중 haloform을 정 량한 예가 Kissinger 

들15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대상 성분의 특성에 따라 흡착제의 선정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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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흡착된 화합물을 

분리하기 위해 적당한 유기용매를 사용해야 하며， 다량의 분리용매를 제거하기 

위해 재농축하는 과정에서 휘발성유기물의 손실이 크다. 

Head Space method 시료병에 시료와 비활성 기체를 주입하여 밀봉하고 강하 

게 흔들어 액상의 시료와 일정 부피의 기체충과의 명형을 이루게 한 후， 기체충 

에 평형을 이룬 휘발성유기물을 자동화된 장치를 통하여 GC에 주입하거나， 기체 

분석용 실린지를 사용하여 주입한다. 이 방법은 다음의 purge & trap방법과 더 

불어 가장 적용성이 큰 전처리 방법이며， 수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석법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높은 감도와 정확성을 나타내며， 비교적 

사용이 간연하고， 자동화가 용이한 점과 분석과정에서 오염의 소지가 거의 없다 

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휘발성유기물의 대표적 전처리 방법인 pyrge & trap 

과의 장단점이 종종 비교된다. Kaiser들16은 다양한 종류의 휘발성유기물에 대하 

여 이 방법을 사용하여 높은 재현성과 좋은 분리도를 얻었으며. purge & trap에 

비견할만한 좋은 감도를 나타내었다. 최근에는 gas sampling valve를 이용하여 

명형상태의 head space로부터 직접 주입하는 방식의 자동화된 장치가 주로 사용 

되고 있다. 또한 농축과정에서 유기용매의 사용이나 별다른 시료 처리 장치가 

필요없으므로 연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유독성 휘발성유 

기물에 대하여 적용가능하므로 어펀 변에서는 P&T에 비해 보다 우수한 전처리 

방법인 것으로 명가되고 있으며， 불에 대한 용해도가 큰 화합물인 경우 추출능 

력이 떨어지는 점둥을 예상할 수 있으나 다양한 휘발성유기물에 대하여 좋은 결 

과를 나타낸다 

Solid phase micro extraction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 

보수가 간단한 면리한 방법이며 어떤 크로마토그래피에도 적용이 가능한 호환성 

이 뛰어난 전처리방법으로 최근에 개발되어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17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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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l에 상부 공간을 남긴 상태로 일정량의 불 시료를 주입한 후 폴리디메틸실록 

산 동의 흡착 fiber가 결합된 실린저 모양의 holder를 vial의 상부공간으로 밀 

어넣고 항온에서 시료를 저어주거나 항온상태의 초음파조에 일정시간 두어 액체 

상의 시료용액과 고체상의 fiber와의 흡착명형을 유도한다. 용액이 균일할 경우 

시료에 fiber를 직접 담그거나 상부공간에 위치한 상태에서 측정한 분석결과는 

바로 시료의 전체농도를 대표하므로 별도의 전처리가 요구되지 않으며 고체， 액 

체 및 기체의 어느 상태에서나 적용이 가능하고 휘발성， 반휘발성의 유기물에 

넓은 적용성을 나타낸다. 보고된 바18 ， 19에 따르면 시료 중의 휘말성 및 반휘발성 

화합물 분석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 정량범위가 4 order에 걸쳐 직선성 

을 나타내며， 어떤 형태의 크로마토그래프와도 호환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성상 fiber의 capaci ty가 작고. fiber에 대한 분포 

상수값이 작은 휘발성이 큰 화합물인 경우 불안정한 흡착과 GC 주입구로 주입되 

기전 쉽게 탈착되므로 낮은 회수율과 높은 검출한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양한 

휘발성유기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으나 특정성분그룹， 특히 벤젠유도체 

들에 대한 부분적인 적용은 매우 우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간연한 분석법 

이다 20 ， 2 1 

본 연구에서는 고형시료를 대상으로한 휘발성유기물 결정에 있어서 기존의 

용출시협법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으로의 전환의 일환으로 TCLP 방법을 도입하여 각 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 
./ 

으며，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불， 토양 빛 슬러지 동의 용출시험이 필요한 

시료를 대상으로 분석의 용이성， 결과의 정확도 동의 제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 

였다. 분석방법은 기존의 방법들에 대하여 최근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개선된 

전처리 및 측정방법들을 적용하여 이러한 방법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제 문 

제점을 파악하여 분석법 개선을 통한 체계적 분석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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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4. 환경의 질은 물， 토양， 공기속에 존재하게 되는 수많은 미세 입자들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환경계에 있어서도 입자의 크기는 주요 관심 대상중의 하나 

이다. 과거 환경시료의 경우 그 화학적 조성만이 중요 관심 대상이었으나， 최근 

에는 화학적 조성과 더불어 크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22-24 이런 입자들 

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광산란법(1 i앙1t scat tering). 크기 배제 크로마토 

그래피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또는 유체 역학 크로마토그래피 (hydro

dynamic chromatography , HDC) , 원심분리 (centri fuge) , 전기영역 감지법 (elec-

trozone sensing) , 현미경법 (microscopic method) , 장 흐름 분획법( field- f1 ow 

fractionation , FFF)둥 매우 다양한 방법이 알려져 있다 25-28 이러한 방법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시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장 흐름 분 

획법이다. 이 방법은 Utah 대학의 J. C. Giddings 교수에 의해서 고안29된 후 원 

리 및 실험법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에는 각종 고분자물질， 입자 

동의 다양한 형태를 갖는 시료의 분리 및 륙성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30-32 

장 흐름법 즉 FFF는 용리방법으로 HPLC와 기기변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는 

다 (Fig.2). FFF에서는 HPLC의 컬럼에 해당하는 채낼 (channel)이 라는 빈 공간을 

통해서 분리가 이루어 지는데， 충전된(packing) 정지상이 없고 단지 유체의 흐 

름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일상(one-phase)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불 

리기도 한다 33 . 34 장 흐름 분획법은 사용하는 외부장의 종류에 따라 다시 여러 

가지 부수 기술로 나눌 수 있는데， 외부장으로 온도차이를 이용하는 열장 흐름 

분획법 (thermal field-flow fractionation , ThFFF)과 전기장을 이용하는 전기장 

흐름 분획법 (electrical field-flow fractionation) , 유체의 흐름을 이용하는 

흐름장 흐름 분획법 (flow field-flow fractionation , flow FFF) , 원심력을 이용 

하는 침강장 흐름 분획법 (sedimentation field-flow fractionation , SdFFF)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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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재 이용되는 방법들이다. Table 1에는 장 흐름 분획법에 적용되는 외부장 

에 따른 분류와 각각의 방법에 작용하는 힘을 정리하였다 35 

Table 1. External field type and strength of subtechniques of field-flow 

fractionation. 

External field 
Subtechnique 

Field type Field strength 

Electrical FFF Electrical field g') 

Flow FFF Cross f1 0w u= κ/bLb ) 

Sedimentation FFF Centrifugal force G = ωro2 c) 

Thermal FFF Thermal gradient dT/ dxd ) 

a) E Electrical field strength 
b) U Field-induced drift veloci ty. Vc Cross f1 ow rate. b Channel 

breadth 
L Channel length 

c) G Gravitational acceleration. ω Angular rotor velocity. 
ro ‘ Rotor radius 

d) T Temperature. x Positon coordinate in fiel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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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흐름 분획법의 장점 중의 하나는 빈 채널을 사용하는 것이다. HPLC의 컬럼 

내 충전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비연속적이며 비가역척인 흡착 둥이 존재하지 

않아서 시료의 손실이나， 분리중 캉한 홉착 동에 의한 시료의 변질 퉁이 없으며， 

시료의 성질， 종류， 크기 동의 물리적인 현상을 고려하여 외부장의 종류와 세기 

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채널내에 균일하고 연속적인 장 

(field)이 작용하며， 가해지는 장의 세기， 채낼내 유체의 흐름과 관련된 성질이 

잘 규명되어 있기 때문에 시료의 머무름을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용리 

곡선을 통해서 시료의 물리적인 특성으로 직접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6 

침강 장 흐름 분획법 (sedimentation FFF , SdFFF)에 의해 강물중에 존재하는 콜로 

이드의 분획에 관한 연구가 1980년대에 보고된 바있다 37 ， 38 이 연구에서는 서로다 

른 강물의 원천은 서로 다른 입자 크기와 광불분포 형태를 나타내며 콜로이드성 

지문(finger-print)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분획된 원소들은 

전자 현미경， Energy Dispersive X-ray 분광법에 의한 원소 분석， 그리고 XRD에 

의한 광물구조 동에 의해 형태에 따라 차이가 구분된다. 최근의 FFF와 ICP-MS의 

on-line화를 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입자크기에 대한 원소들 특성 측 

정감도를 보다 간단하면서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39 물리적 빛 화학적 성질간에 상 

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Beckett들은 SdFFF를 이용하여 콜로이드의 입자크기에 대 

한 흡착물질들의 양과 표면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40 목적 

은 강물과 토양중에 있는 오염물질 이동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있다. 예를들면 토 

양으로 부터 생기는 콜로이드는 토양 특성 빛 지하수를 통한 오염물질 이동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1 여러가지 FFF 방법틀이 토양 콜로이드들을 분리 

하고 특성파악하는데 다른 방법들보다 장점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SdFFF 

를 이용해서 20 개 또는 그 이상의 분획( 0.1 에서 20 um 크기 범위)을 과거의 원 

심력 이용방법 또는 초여과 (ultrafiltering) 방법에 의해 수일 걸리던 것을 6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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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20분이내에 이룰 수 있다. 특히 Flow FFF는 유기-광불 착물들( 인산염을 이동 

시키는)을 나노미터 크기로 분리시킬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측 토양 유기물을 제거 또는 분리하기 위해 일반척으로 사용되는 화학적 빛 물리 

적 추출방법과는 크게 대조적으로 시료의 최소한의 물리， 화학적 파괴률 나타낸 

다. 다시말해 Flow FFF 와 SdFFF 두가지 방법의 장점은 광물학적인 확인 빛 화학 

분석 두가지를 위한 fractions률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42 Flow FFF는 104 -

1012 사이의 분자량 (혹은 약 lnm 이상의 직경 ) 을 가지는 거대분자 및 입자성 

물질의 분리 및 분석을 위해 가장 낼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료의 분 

리는 물론 입자크기 혹은 확산계수 (diffusion coefficient)를 측정하는데에도 

유용하다， Flow FFF는 자연수 빛 토양중에 존재하는 humic 물질에 의해 차지된 

크기를 조사할 수 있다. 비록 humics가 많은 수생 (aquatic)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바에 비해 그것들의 물리적 및 구조적 성질에 관한 믿을만한 정보를 얻기 

가 어렵다， Flow FFF는 여러 환경에 놓인 humic 물질들을 500 daltons 크기까지 

분자랑분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한바 있다 43 ， 44 이 연구는 펄프 및 종 

이 제조과정의 유출액으로 부터 유기물질율 제거하기 위한 폐수처리 과정의 영향 

을 펑가하는데에도 웅용될 수 있도록 시도 된 바 있다. 위에 설명한 연구발표들 

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Flow FFF를 이용하여 국내 수질 및 환경시료 중의 입자 

성 물질들의 분리 및 륙성분석법을 확립하고， 이의 분석법의 실제 활용성 제고 

에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1차년도인 당해연도에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연구률 수행하고 

자하였으며 ， 각 분야별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s인 경우는 Flow Injection Analysis(FIAS) 기술을 AAS에 on-line 연 

결하여 FIAS-AAS에 의한 As의 최적 분석조건을 확립하고 아올러 산 농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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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H4 변화에 따른 감도 및 방해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하수중 극미량으 

로 존재하는 비소성분을 ICP-MS에 의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료중 공존하는 

35C1 이온이 75As에 미치는 방해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Ag-onguard 카트리 

지를 이용해 Cl 이온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킴으로써 검출한계를 개선하고자 하였 

다. 

둘째， 환경시료 중 Cr‘6 분석법 개선 빛 검출한계를 낮추고자 기존 분석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에 각종 폐수충 6가 크롬 정랑방법의 문제점 파악은 물 

론 특히 매트릭스가 복잡한 시료에서 6가 크롬이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시간 

과 매트릭스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료 채취 후에 6가 크롬을 분 

석하기 전까지의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온크로마토그 

래피에 postcolumn reactor를 on-line으로 연결해서 6가 크롬을 좀더 신속， 정 

확하게 정랑하고 검출한계까지 낮추는 시스템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셋째， 특히 국내에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폐기물중 VOCs 용출시험 시스 

템 완성 및 정량분석법 확립을 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VOCs 분석을 위한 

Zero Headspace Extraction-TCLP (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시스템을 완성하고 TCLP 용출액중 VOCs의 on-line Purge & 

Trap/GC/MSD 분석 및 최적조건 도출 및 시료 매트릭스별 VOCs의 회수율 및 개선 

은 물론 시료 매트릭스별 용출방법 및 정량분석결과 처리방법을 정립할 예정이 

다. 

넷째， 수질 빛 환경시료중 입자성 물질틀을 분리 및 특성분석이 가능한 것으 

로 알려진 새로운 분석방법인 Flow FFF시스템 기초실험 시스템 구성 및 표준물 

질들의 최적 실험조건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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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제 1 절 측정기기 및 실험기구 

1. 측정기기 

As 측정에 사용된 ICP-MS는 VG PQ2+ 였으며 기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Fig.3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시료주입장치를 포함한 ion source인 ICP와 이온 도입부 

인 sampling Interface , 이온틀을 사중극자 질랑분석기 안으로 모아주기 위한 

이온렌즈， 도입된 이온들을 전하 대 질량비로 분리하는 quadrupole 및 검출기 인 

electron multiplier detector로 구성된다. ICP-MS에 있어서 분석감도나 데이터 

의 안정성은 이온화 빛 분무효율을 화우하는 ICP RF power , nebulizer , torch 

posi tion , 기체 유속 속도 동을 포함한 시료도입부와 ion focusing , 질량 검정 

곡선， 공명 빛 검출기 전압 동의 질량 분석기 부분에서의 여러가지 따라미터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본 실험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얻어진 최적 

측정조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Table 2에서와 같은 측정조건에서 실험하였다. 

FI -AAS system 은 Perkin Elmer 5100ZL이며 Perkin Elmer FIAS 400 , Perkin 

Elmer AS 90 , Perkin Elmer EDL System 2로 구성되어 있으며 Table 2에서와 같 

은 측정조건에서 실험하였다. 여러종류의 무기 성분을 정량하기 위해 사용한 

ICP는 Jobin Yvon 24 유도쌍결합 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광도계를 이용하였다. 6 

가 크롬 분석시 사용한 이온크로마토그래프는 Dionex DX 300을 이용하였다. 휘 

발성유기불 측정에 사용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는 Hewlett Packard 제품 

(Model No. 5890) 이며， 검출기는 Hewlett Packard 제품의 질량분석기 (MSD， 

Model No. 5971)와 ECD를 사용하였다. 분리용 GC 칼럼은 J & W사의 DB-5 MS(5% 

phenyl methylpolysiloxane cross-linking moiety capillary column , 60 m x 

0.25 mm id , 0.25 띠n film thickness)를 사용하였다. 용출액의 전처리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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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상 미량 추출장치 (solid phase micro-extraction , 이하 SPME)는 Supelco사 

의 manual holder( catalog No. 5-733이에 100 μ 폴리실록산이 코팅된 fiber 

assembly(catalog No. 5-7300)를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Purge & trap 방식의 전 

처리는 수분조절장치 (Moisture Control Module , 이하 MCM)와 cryorefocusing 장 

치 빛 시료 가열장치가 부착된 자동화된 Tekmar사의 LSC 2000을 사용하였다. 

Table 2. Instrumental operating conditions of ICP-MS. 

Forward power 

Re f1 ected power 

Nebuliser gas flow rate 

Coolant gas flow rate 

Auxiliary gas flow rate 

Nebuliser 

Scan range 

Dwell time 

Channels/amu 

Ti me/Sweep 

Analysis time 

Detector mode 

1350W 

<5W 

0.74 l!min 

14 l!min 

1. 5 l!min 

V groove type 

72.6 - 78.4 m/z 

320 I1s 

19 

0.5 sec 

40sec X 3 times 

Pulse counter 

야
 ω 



~ 
。3

DETECTOR Qι4DRUPOLE LENSES INTERFACE ICP 

-‘- ---------‘-----‘-‘ --------‘-、

IEEE IlItr1jiIC( 

Fig. 3. Functional Diagram of the PlasmaOuad ICP-MS. 



Table 3. Instrumental operating conditions of FI-AAS. 

Wavelength(nm) 193.7 

Low Slit(nm) 0. 7 

Cell Temp(.C) 900 

Pump #1 Speed 100 

Pump #2 Speed 120 

Lamp EOL Lamp 

Sample Oiluent 10 %(v/ v) HCl 

Reductant 0.2 % NaBH4 , 0. 05 % NaOH 

Carrier Solution 10 %(v/v) HCl 

Carrier Gas Fl ow(mtlmin) 50 - 100 

Reaction Coil 110mm length , 1. 0mm i.d 

Sample V이ume(μ.e) : 500 

Lamp Current 400 mA 

Sensitivity Check 500 때 of 10 pg/ .e As for 0.45 A 

2. 실험기구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기구는 100 뼈 용량플라스크， 10 뼈 마이크로 뷰렛， 

Liquid dispensors for acid , 100 뼈 폴리프로필 랜 병 퉁 이 었다. 초순수 증류 

수장치는 Waters사의 Mi lli-Q를 사용하였으며 pH 측정은 Nova 2100 pH meter를 

사용하였다. 초자류는 용량 플라스크， 메스실린더， 눈금 메겨진 피뺏과 흘피뺏 

을 사용하였다. 실린지는 10 뼈 일회용을 사용하였으며 용리액 보관 용기와 시 

료 용기는 고밀도 폴리에틸랜 재질의 1 .e와 125 mR, 병을 사용하였다. 용출시험 

에 사용한 자력교반기는 Fisher사 제품(model No. 11-493)을 사용하였다. TCLP 

실험은 Fisher사의 zero-headspace extractor (catalog No. 09-732-68)와 4개를 

동시에 회전할 수 있는 교반기 (catalog No. 09-732-39)를 사용하였으며 ， 용출액 

을 분취하기 위하여 Hamilton사의 gas tight 실린지 (GASTIGHTG) #1025)를 사용 

하였다. 중류장치는 Millipore사의 Milli-Q0 UV plus model을 사용하여 초순수 

증류수를 얻었다. 이외에 Hami1 ton사의 10, 100, 500 뼈 실런지를 사용하였으 

m 

μ
 



며， 500 뼈 삼각플라스크 둥을 사용하였다. FlowFFF의 경우 시스템구성을 위해 

필요한 구성중 제작한 flow FFF 채널의 길이 = 28.1 cm , 폭 = 2 cm , 두께 

(width) = 0. 0254 cm이었으며， 측정된 틈새부피 (void volume)은 0. 72 뼈이다. 

또한 channel 빛 cross 펌프는 Waters 6000A 를 그리고 용리조절 속도는 Waters 

사의 Automatic solvent gradient controller를 사용하여 재현성을 높이고자 하 

였다. 시료주입기는 Rheodyne 7125i , 검출기는 Applied Biosystems사의 759 UV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제 2 절. 시료 및 시약 

1. 시료 

ICP-MS 분석용 시료의 경우 Cl 농도변화에 따른 40Ar_35Cl이 75As 농도에 미치 

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Aldrich사의 4-9s NaCl 시 약을 탈이온화수에 녹여 각각 

0. 607 ng/뼈에서 607 얘/뼈까지 실험용 용액시료를 만들었으며， 또한 OnGuard-Ag 

cartridge의 Cl 이온 제거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Cl 60. 7 p.g/뼈 빛 Cl 607 p.g/뼈 

용액을 카트리지에 롱과시켜 얻은 용액시료를 준비하였다. As 표준용액은 As 

1000 얘/뼈(SPEX ， ICP-MS용)을 붉혀서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실험용 용액들의 산 

농도는 1 % HN03로 통일하였다. 또한， FI -AAS 분석용 시료의 경우는 As 표준원액 

1, 000 맹/Q 용액을 탈이온화수로 희석하여 l p.glmt 용액으로 제조하였다. 이 1 얘/ 

뼈용액을 다시 2.5 , 5.0 , 10.0, 20.0 ng뼈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6가 

크롬 분석시 대상시료는 채취하여 0.45 때 멤브레인 여과지로 여과하였다. 6가 

크롬을 주입하기 전에는 시료를 4 'c 냉암소에서 보관하였으며 분석하기 전에는 

시료의 온도를 상온으로 하였다. 상온에서 6가 크롬의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6가 크롬을 주입한 다음에는 시료를 상온의 상태에서 보관하였다. pH는 pH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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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pH를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완충용액으로 맞추었다. 

휘발성유기물 측정용 대상시료는 폐기물처리장 부근 토양을 채취하여 일차적 

으로 매트릭스에 합유된 유기성분을 확인한 후 대상 휘발성유기물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F10w FFF 실험을 위해 사용한 시료는 Duke Scientific(Pa1o A1to , 

CA)사의 폴리스티랜 라텍스(1atex) 표준시료 이었다. 

2. 시약 

As 측정에서는 18 Mohm cm 이상의 탈이온화수를 사용하였으며， As 표준용액은 

SPEX사의 As 1000 p，g/뼈 (2 % HN03)과 Cica-MERCK사의 As 1,000 p，g/뼈 이 사용되었 

다. 그외 Concentrated HN03(69 - 71 %, u1trapure) , NaC1(4-9s , A1drich) , 

OnGuard-Ag cartridge(DIONEX) , NaBH4(Junsei Chemica1 Co.Ltd) 퉁이 사용되 었다 

본 실험에서는 18 Mohm cm 이상의 탈이온화수를 사용하였으며 As 표준용액은 

SPEX사의 As 1000 p，g/뼈 (2 % HN03)과 Cica-MERCK사의 As 1, 000 p，g/뼈 이 사용되었 

다. 그외 Concentrated 배03( 69 - 71 %, u1 trapure) , NaC1 (4-9s , A1drich). 

OnGuard-Ag cartridge(Dionex) , NaBH4(Junsei Chemica1 Co.Ltd) 퉁이 사용 되었 

다. 6가 크롬 측정에 사용한 표준용액 및 상용시약은 모두 GR급을 사용하였으며 

105 'c에서 1시간 정도 건조시킨 다음 사용하였다. 용매는 LC급을 사용하였으며 

증류수는 1차 증류장치를 거쳐서 이온교환수지를 통과한 물을 사용하였다. 휘말 

성유기물 각 화합물의 표준물질은 Supe1co사에서 제작하여 검정을 거친 순도 

99.9 %이상의 원액을 검정없이 사용하였다. 메탄올을 사용하여 단게적으로 붉혀 

원하는 농도범위의 검정용 혼합 표준물질을 만들었으며， 용매로 사용한 메탄올은 

HPLC급의 Fisher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GC 이통상 및 purge & trap 폭기기체로 

사용한 헬륨은 국내 대한비오씨가스사의 99.99 %이상의 pure grade를 사용하였다. 

29 -



제 3 절 실험방법 

1. As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환경시료 중에 미량 및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As율 분석하기 위 

한 ICP-MS 및 FI-AAS 분석법을 다루었다. 먼저 ICP-MS 분석법에서는 기존의 연구 

에서 얻어진 최적 측정조건에 대한 결과률 토대로 As 분석에 척합한 측정조건을 

설정하고 스펙트럼 특성 및 Cl 이온의 방해효과 동을 조사하였다. 또한 Cl 이온 

의 농도가 높을 경우 이의 제거방법으로 OnGuard-Ag cartridge를 사용하는 방법 

을 시도하였다. FI-AAS 분석법에서는 분석시 데이타의 정확도와 정밀도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표준용액 빛 환원제의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As 표준용액의 

시간경과에 따른 홉팡도 변화량을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As 표준용액 및 환원제 

(NaBH4)를 제조하여 1 - 14일 경과별로 산(HCl)을 넣었을 때와 산을 넣지 않았을 

때의 홉광도 변화동을 조사하였다. 

2. Cr6+ 분석방법 

가. EPA 방법의 이론적 배경 

IC(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EPA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r( VI)을 IonPac AS7 column에서 완충용액 황산 암모늄과 수산화 암모늄 

을 용리액으로 하여 중크롬산이온(CrO.2- )으로 분리한다. 이와 같은 분리가 끝난 

후에 Cr( VI)는 디페닐카르바지드(DPC)와 다음의 식(1)과 같이 반웅하여 Cr 

(III)(HL )z +의 붉은색의 착물을 형성한다. 이 착물의 실제적인 구조는 아직 알려 

지지 않았지 만 광학 검출기를 이용하면 520 - 530 nm에서 visible absorbance 

에 의해 검출할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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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rO/- + 3H4L + 8H‘ ;스 Cr( III)( HL )Z‘ + Cr3' + HzL + 8HzO (1) 

H4L = diphenylcarbazide 

HzL diphenylcarbazone 

IC(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의 전체 계의 도표는 다 

음의 Fig.4에 나타내었다. 

나. 시료 전처리와 매트릭스 분석방법 

채취된 시료를 0.45 때 멤브레인 여과지로 여과하고 pH를 2 - 3으로 맞 

춘 후에 환원제로 작용할만한 중금속 원소중에 As는 ICP로 측정하였고 나머지 

금속들은 AAS로 측정하였으며 황산이온은 중량법으로 검출하였다. 6가 크롬은 

AAS와 ICP로 측정할 경우에는 한국 공업규격 갱수 및 폐수시험법에 의하여 6가 

크롬을 분리하여 측정하였으며 IC를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에는 미국 환경청 분 

석법에 의하여 시료 pH를 완충용액으로 9.0 - 9.5로 맞추고 수산화물 침천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다시 0.45 때 멤브레인 여과지로 여과한 후에 정랑하였다. 

다. 표준물질 제조와 검정곡선 작성 

105 .C에서 한 시간 동안 건조한 KzCrz01 O. 2828 g을 물에 녹여 100 뼈가 

되게 하여 1000 뼈/R， 의 표준물질을 제조하였다. 이 때 ICP와 AAS로 측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표준용액은 액성을 산성으로 하였고 IC로 측정하기 위해 만드는 

표준용액은 액성을 염기성으로 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표준물질을 뭄혀서 0.05 

- 1. 0 맹/R， 범위에서 검량션을 작성하였다. 

3. 용출시험에 의한 휘발성유기물 분석 

가. 표준물질조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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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System flow diagram for the analysis of Cr+6 by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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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류수 

일차증류수를 초순수중류기로 재증류하여 끓인 후 80 - 90 'c에서 헬륨 

또는 질소를 1 시간 이상 폭기하여 사용하였다. 

(2) Stock 표준물질 

1 me 용량플라스크에 0.98 뼈의 메탄올을 넣고 10 분간 방치하여 플라 

스크 표변에 묻은 알콜이 증발할 때까지 기다린 후 미량저울율 이용하여 0.1 

mg까지의 무게를 정확히 단다. 100 뼈 실린지를 사용하여 원액을 2 - 3 방올 

떨어뜨리고 변화된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 때 알콜 표면으로 정확히 떨어지게 

하였으며 ， 플라스크의 입구나 표변에 묻지 않도록 하였다. 눈금까지 메탄올을 

채워서 붉힌 후 무게를 달고 각 화합물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조제된 표준물질 

은 상부공간(head space)을 거의 없게하여 밀봉한 후， 냉암소에서 o - 4 'c에 

서 보관하였다. 

(3) 이차뭄힘 표준물질 

Stock 표준물질을 1110 정도로 붉혀서 사용하였다. 메탄올을 용매로 단일 

또는 혼합의 원하는 농도의 표준물질을 만들었다. 상부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보관하였으며 변성과 증발 여부를 자주 확인하였다. 

(4) 검정용 표준물질 

이차품힘 표준용액을 메탄올로 뭄혀 최소한 5 단계의 표준물질을 만들었 

다. 각 단계의 2-부타논을 제외한 모든 화학종의 농도는 같게 하였으며 2-부타 

논은 감도가 낮으므로 4배의 농도가 되도록 하였다. 계속 작업시 매일 새로운 

검정용 표준물질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나. 시료의 전처리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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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력교반에 의한 용출시험방법 

미리 교반자(stirring bar)를 넣어둔 550 뼈 삼각플라스크에 시료 50 

g을 넣고 염산을 가하여 pH가 5.8 - 6.3이 되게 한 정제수를 시료의 10 배가 

되도록 채운 뒤 빨리 마게를 닫았다. 이 때 시료와 용매의 총 용량이 삼각플라 

스크 용량과 거의 같게하여 상부공간이 거의 없도록 하였다. 상온， 상압하에서 

자력교반기 (magnetic stirrer)로 6 시간 연속 교반한 다음 약 30 분간 정치하였 

다. 상둥액 약 20 뼈를 미리 공극크기 (pore size) 1 때 내외의 유리섬유를 채운 

유리제 주사기의 외통에 조용히 취한 다음 주사기의 내롱을 멀어 공기를 먼저 

배출하고 여과하여 검액으로 하였다. 

(2) TCLP zero-headspace 방법을 이용한 용출 빛 여과 

Fig.5와 같은 TCLP 장치를 사용하였다. 그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이 

장치는 크게 시료도입부분. piston. 기체압력을 가하는 부분으로 구성되며 상부 

에는 TCLP 필터를 장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장치는 용기내에서 액 

체/고체 분리， 효과적인 상부공간(headspace) 배제，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의 여과 동을 보장한다. 시료 20 g을 용기에 취하고 시료 무게의 20 배 부피의 

용출액을 가한 후 필터가 부착된 위 뚜껑을 엎고 부착된 나사를 조여 밀봉하였 

다. 이때 사용한 필터는 Environmental Express사의 O. 7 μ 공극크기의 검정된 

TCLP용 borosilicate microfiber filter( catalog No. FG75090MM) 였다. 하부의 

기체 압력 도입 밸브를 통하여 외부에서 15 psi 정도의 압력을 가하여 피스론을 

위로 이동시켜 시료 도입 부분의 상부 공간을 제거한 후 추출장치 전체를 회전 

기에 넣고 20 시간 회전시격 용출하였다. 용출액의 분취는 TCLP용 gas-tight 실 

런지를 상부 출구와 접속시킨 상태에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한 후 출구 밸브를 

열어 여과과정을 거친 용출액을 바로 실린지로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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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방법 

(1) 노말-핵산 추출방법 

시료 전처리가 끝난 검액 10 뼈률 20 뼈 시험관에 옮기고 크로마토그래 

프용 노말헥산 10 뼈를 넣어 밀봉한 다음 3 분간 세게 흔들어 섞고 정치하였다. 

액충이 분리되면 상부 노말헥산충의 일부를 마이크로실린지를 사용하여 정확히 

5 μg 취하여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였다. 

(2) Purge & Trap 방법 

Purge & trap의 과정은 크게 흡착과 탈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흡착과 

정은 purging device. 즉. sparger에 시료를 취하고 폭기시키면 휘발된 분석물 

과 수증기는 폭기기체에 실려 흡착되고 폭기기체는 6-port valve를 거쳐 배출된 

다. 이 과정에서 GC쪽의 칼럼 흐름은 carrier gas control에서 밸브를 거쳐 GC 

컬럼으로 연결되어 일정 흐름이 유지된다. 탈착은 홉착트랩을 가열한 상태에서 

6-port val ve가 switch되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칼럼 흐름은 홉착트랩을 

거쳐 GC 컬럼으로 흐르게 되며， 가열된 트랩으로부터 분리된 화합불틀은 이송되 

어 GC 컬럼으로 주입된다. 본 실험에서는 fritted sparger에 용출액 5 뼈를 취 

하였으며 헬륨을 폭기기체로 사용하여 11 분간 분당 40 뼈로 폭기하였다. 홉착 

트랩은 휘발성이 큰 화합물에 대하여 강한 홉착력을 나타내는 graphatized 

carbon b 1 ack이 충진된 carbopack B I carboxen 1000 및 1001의 EPA K 트랩을 

사용하였다. 또한 탈착과정에서의 GC로 주입되는 과정을 변형하여 보다 면리하 

면서도 우수한 결과률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MCM과 

cryofocusing의 전과정을 없애고， 시료 폭기에 의한 흡착이 끝난 후 탈착과 동 

시에 분석물이 바로 GC 주입구를 통하여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세부 

diagram을 Fig.6에 나타내었다. 이 방식에서 purge & trap 장치와 GC의 연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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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수정하여 purge & trap 장치의 출구와 GC 주입구 사이를 uncoated , 

deactivated fused-silica capillary precolumn(I.2 m x 0.32 mm id)으로 연결 

하였다. 운반기체의 공급은 T자형 발브률 이용하여 공급라인과 Purge & trap의 

탈착 흐름 라인， GC의 total flow 라인율 동시에 연결하여， 필요한 경우 purge 

& trap쪽은 ‘닫고 GC 방향의 흐름만을 열어 GC/MS만의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Purge & trap 장치의 운반기체 공급은 T자형 발브에서 GC 방향의 라인을 완전히 

잠근 상태에서 purge & trap 쪽의 유량을 조절하여 이때 흐르는 탈착 곧 GC의 

전체 흐름이 되게 하였다. 컬럼 flow는 GC의 head 압력을 조절하여 일정량이 유 

지되도록 하였으며， 이 결과 purge & trap장치의 탈착 흐름과 칼럼 흐름의 비로 

부터 split ratio 조절이 자유롭게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분당 15 뼈의 탈착기 

체량과 분당 1. 5 뼈의 칼럼의 유속을 유지하였다. 세부적인 실험조건은 특성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table 4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prepurge time 

은 화합물의 안정화를 위한 예비폭기시간， dry purge는 트랩의 홉착수분을 제거 

하기 위하여 폭기기체를 sparge를 거치지 않고 트랩으로만 통과시킨 온도와 시 

간， bake time은 탈착과정이 끝난 후 장치률 세척하기 위하여 트랩을 고온으로 

둔 상태에서 폭기기체를 통과시킨 시간율 나타낸다. 

(3) Solid phase micro-extraction 방법 

미리 교반자를 넣은 40 뼈 시료병에 용출액 20 뼈를 취하고 Septum이 부 

착된 마게를 밀봉하여 자력교반기에 위치한 상태에서 Fig.7의 SPME 장치의 주사 

기 부분을 시료병의 septum을 관통시킨 후 플런저를 벌어 fiber 부분이 롤출되 

어 시료병의 상부공간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10 분간 자력교반하여 분석물이 완 

전한 흡착명형에 도달하면 플런저를 당겨 fiber 부분이 주사기의 내부로 틀어가 

게 한 후 신속히 꺼내어 GC 주입구에 꽂은 후 다시 플런저를 벌어 fiber를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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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고옹의 주입구에서 자동적인 열탈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Table 4. Experimental conditions for purge & trap apparatus. 

Prepurge time 0.2 min 

Purge time 11 min 

Dry purge time 3 min 

Desorption time (temp) 6 min (250 OC) 

8ake time (temp) 6 min (260 OC) 

Purge f1 0w 40 me!min 

Desorption f1 0w 15 me!min 

(4 )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오븐온도는 초기온도 33 .C에서 5분간 유지한 후 분당 4 .C씩 승온하여 

60 "c에서 다시 1 분간 유지하였으며， 분당 8 .C씩 220 .C까지 다시 승온하여 5 

분간 유지하였다. 주입구는 split 방식에서 220 .C를 유지하였으며， 검출기 온 

도는 ECD의 경우 280 .C. MSD는 200 .C를 유지하였다. 자료처리는 컴퓨터화된 

HP-mustang 3 데이타 시스템을 사용하여 내장된 library와의 지문화법에 의한 

확인과정을 거친 후， 각 화합물의 2 - 3개의 특성이온을 찾았다. 정량은 선정 

한 특성이온만의 값을 적분하는 target 이온 정랑법을 적용하였다. 증류수로 바 

탕시험을 실시한 후， 조제한 검정용 표준물질을 저농도 준위에서 차례로 주입하 

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반복실험을 통하여 GC의 온도조절에 따른 분리경향을 파 

악하고 최적 분리조건을 구하였다. PFT8A (Perfluorotetrabutyl amine)를 질량 

분석기의 조율물질로 사용하였으며， 이 화합물에서 나타나는 표준이온값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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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시된 4-브로모플루오로벤젠의 질량스펙트럼의 이온값들이 정해진 범위에 

서 얻어지는 가를 매일 확인한 후 작엽을 수행하였다. 각 화합물의 륙성 이온값 

을 선정하고， 이들 이온들의 척분결과를 중심으로 MDL(Method Detection Limit) 

을 구하였다. Table 5는 선정한 각 화합물의 특성이온 및 머무름시간을 나타낸 

다. 

Table 5. Quanti tation ions and retention times for the determin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by P&T and GC/MSD. 

Quantitation ion Retention 
Molecular 

No. Compounds time 
weight Target Secondary (min) 

1 vinyl chloride 62 62 64 4.34 

2 l , l-dichloroethene 96 96 61 , 98 4. 73 

3 2-butanone 72 72 57 5.35 

4 chloroform 118 83 85 , 47 5. 72 

5 l , 2-dichloroethane 98 62 49 6.20 

6 benzene 78 78 51, 52 6.34 

7 tetrachloromethane 152 117 119 , 121 6.35 

8 trichloroethene 130 130 132 , 95 7.23 

9 tetrachloroethene 164 164 164 , 129 10.92 

10 ch1orobenzene 112 112 77 , 114 12. 77 

11 l , 4-dich1orobenzene 146 146 148 , 111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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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low FFF에 의한 폴리스티랜 라텍스들의 분리실험. 

시료의 용리 및 희석에 이용한 용매로는 0.1 % FL-70와 0.02 % NaN3를 포함하 

는 2차 증류수률 이용하였으며， 약 50 - 200배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표준시료 

의 크기는 0.0050 , 0.135 , 0.222 , 0.300, 0.0343 , 0.502, 0.705 때 동을 사용하 

였다. 시료 주입량은 5 - 20 μ 였다. 시료의 밀도는 1. 05 g/cm3를 사용하였다. 

또한 시료의 relaxation을 위해서는 1분동안 채낼 흐름을 멈추었다 (stop f1 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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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잘 

제 1 절 As 분석 

1.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분광법(ICP-MS)에 의한 환경시료 중의 As 분석 

가. As의 Mass Spectrum 특성 

Fig.8은 As의 ICP-MS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As의 질량 번호는 75이며 

그 외의 다른 동위원소는 갖지 않는다. 질량 번호 75는 As외에 40Ar_35C1이 해당 

되므로 Cl 농도가 높을 경우 As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인접한 질 

량 번호 74는 37C1z‘ 및 40Ar34S‘에 해당되며 질량 번호 76은 38Arz ' 에 해당된다. 

38Ar은 자연상태에서의 존재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질량 번호 76에서 높은 

세기의 38Arz‘ 피크를 나타내는 것은 ICP-MS의 이온 source가 Ar 플라스마이기 때 

문이다. 

나. 4oAr_35C1이 75As 농도에 미치는 영향 

40Ar_35C1은 꽤s 과 통일한 질량을 가짐으로써 As 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Table 6은 Cl 농도변화에 따른 40Ar_35C1 형성이 정량적으로 어느정도 

의 75As 농도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Cl 농도가 1 ppm 이하 수준에서는 

0.1 ppb 이하의 As 농도값을 보여 주었고 60 ppm 이상이 되면 1 ppb 수준 이상의 

As 농도에 해당하는 세기 값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시료 중 Cl의 농도가 100 

ppm 이상의 높은 농도가 아니라면 40Ar _ 35C1 이 75As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 ppb 혹은 sub-ppb 수준의 극미 량의 As를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수십 ppm 정도의 공존하는 Cl 이온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 

을 받게 되므로 Ag cartridge 동을 이용해서 Cl 이온을 제거시격 주어야 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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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에 의하면 Cl 60. 7 ppm 시료의 경우 Ag cartri dge를 사용하면 해당 As 

농도가 1. 3 ppb 수준에서 0.06 ppb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Cl 607 ppm 시료의 경우 

도 4. 7 ppb에서 0.1 ppb 정도로 떨어졌다. 0.1 ppb 이하의 보다 낮은 농도의 As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Ag cartridge를 재통과 시켜 주면 0. 1 ppb 이하 수준 

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6. Effect of Cl concentration to 75As in ICP-MS analysis. 

lntensi ty of 4UAr-J~Cl Equivalent concentration 
to 75As 

Cl 0.607 ppb 101 0.07 OOppb 

Cl 6. 07 ppb 95.2 0.06 ppb 

Cl O. 7 ppb 104 0.07 ppb 

Cl 607 ppb 101 0.07 ppb 

Cl 6.07 ppm 237 0.17 ppb 

Cl 60. 7 ppm 1770 1. 3 ppb 

Cl 607 ppm 6470 4. 7 ppb 

Deionized water 91. 3 0.06 ppb 

De ionized water • 94. 7 0.06 ppb 

C1 60. 7 ppm. 97.1 0.06 ppb 

Cl 607 ppm • 160 0. 11 ppb 

Filtered by OnGuard-Ag cart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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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출한계 

ICP-MS 분석시 As 원소에 대한 검출한계를 조사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blank 용 

액시료는 1 % v/v HN03 이 었고 표준시료는 As 1000 1J.g/뼈(SPEX ， ICP-MS용)을 물혀 

만든 As 10 ng/뼈 표준용액을 이용하였다. 검출한계는 blank 시료 빛 표준시료를 

각각 40초씩 10회 측정한 뒤 아래 식에 따라 3 0' 표준면차를 적용하여 구하였으며 

그 결과 0.017 ng/뼈를 나타내었다. 

3 0' (blank count)(Standard conc. ) 
Limit of detection = 

(ns-nb) 

3 0' (bla마( count) 3 X standard deviation of blank concentration 

Standard conc. concentration of the standard solution 

ns mean value of standard sample concentration 

nb mean value of blank sample concentration 

2. 흐름주입 원자흡수 분광법 (Fl-AAS)에 의한 환경시료 중의 As 분석 

가. As 표준용액의 시간경과에 따른 홉광도 변화 

As 표준용액의 시간경과에 따라서 흡광도 값이 어느정도 변화하는지 조사 

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모든 흡광도 값은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 3회 이상 측정하여 얻어진 평균값이다. 환원제 (NaBH4)는 분석당일 매일매일 

제조하였으며， As 표준용액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알 

기 위해 처음 만든 용액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Table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As 표준용액을 제조후 1일이 경과했을 때는 4 - 7 % 감소하였으며， 제조후 2일 

이 경과했을 때는 11 - 16 %, 제조후 3일이 경과했을 때는 8 - 13 %가 감소하 

였다. 이 결과를 보면 3일이 경과했을 때의 흡광도가 2일이 경과했을 때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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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ICP-MS Spectrum of 1ng/따e As standard solution. 

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환원제의 유입튜브를 교체한 다음 홉광도를 측 

정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FIAS-MH-AAS에 따르면， EDL Lamp를 사 

용하여 As표준용액 10 얘/t 률 500 뼈 주입했을 때 홉광도가 0. 45임을 감안할 때 

홉광도가 0.04정도 적게 측정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As 표준용액을 잘못 제 

조했든가 아니면 시판되고 있는 As 표준용액이 오래된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기계적인 여러가지 조건률을 정확히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홉광도 값이 적게 나 

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As 표준용액 5 얘/t 의 홉광도가 0. 208이고， 40 

j..tg/ t 의 흡광도는 1. 456임을 미루어 볼 때 일반적으로 홉광도 값이 1. 0에 가깝거 

나 1. 0보다 클 경우에는 검정곡선이 휘어지므로 분석할 때에는 홉팡도 값이 1. 0 

보다 적은 값에서 측정해야하므로 현재보다 더 낮은 농도로 As 표준용액을 제조 

해야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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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현성 확인 

또한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현성을 알아 보기 위해 As 표준용액을 

제조한 그 다음날 2회 측정한 결과， 재현성은 98 % 이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위와 같이 예비실험 결과 As 표준용액은 2. 5, 5, 10 , 20 얘/R，으로 제조하 

였고， 자연상태에서도 비소가 휘발되는지의 여부를 알기위해 산(Acid)을 넣지 

않고도 홉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비소 표준용액을 제조후 몇일이 지나면 몇%의 

비소가 휘발되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일부는 많은 양의 비소 표준 

용액을 제조하여 그 제조한 비소 표준용액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홉광 

도를 측정하였고， 일부는 홉광도를 측정할 때마다 매일매일 비소 표준용액을 제 

조후 2주 동안 계속하여 홉광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환원제 시약일 경우 과연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판단하 

- 기 위해 일부는 많은 양을 제조하여 그 제조한 환원제를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적으로 홉광도를 측정하였고， 일부는 홉광도를 측정할 때마다 매일매일 환원제 

시약을 제조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able 7. Absorbance variation of As standard solutions with time 

span. 

짧鐵현:fl Blank 5.0 10.0 20.0 40.0 

o day 0.001 0.208 0.413 0. 793 1.456 

1 day 0.000 0.194 (7) 0.386 (6) 0. 759 (4) 1. 413 (4) 

2 day -0.025 0.175 (16) 0.345 (1 6) 0.706 (11) 1. 288 (11) 

3 day 0.000 0.180 (1 3) 0.358 (13) 0.721 (9) 1. 332 (8) 

5 day 0.010 0.138 (34) 0.276 (33) 0.572 (29) 1. 066 (27) 

7 day -0.004 0.102 (51) 0.238 (42) 0.518 (35) 1. 003 (31) 

l~ Values in parentheses are quantity of absorbanc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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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recision test of As standard solution. 

과떻평f) Blank 5.0 10.0 20.0 40.0 

first 0. 001 0.194 0.386 O. 759 1. 413 

second 0.000 0.194 0.390 O. 752 1.385 

reproducibility(%) 100 98.9 99.1 98.0 

다. As 표준용액 및 환원제 (NaBH4)를 제조하여 1 - 14일 지난후 산(acid)을 넣 

었을 때와 산을 넣지 않았을 때의 홉광도 변화. 

(1) As 표준용액 및 환원제(NaBH4)를 제조하여 1 일 지난후 산(acid)을 넣었을 

때와 산을 넣지 않았을 때의 홉광도 변화.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 HCl을 넣고 측정한 경우와 산(Acid)을 넣 

지 않고 측정해본 결과 분석당일 제조한 것을 살펴보면 산을 넣지 않았을때는 

산을 넣고 측정한 것보다 약 41 % 척게 흡광도 값이 나타났으며 ， 산을 넣고 측 

정한 결과 제조 1일후 환원제에 의한 변화는 약 10 % 감소하였고. As 표준용액 

에 의한 변화는 약 4 % 감소하였으며， 산을 넣지 않고 측정한 결과 제조 1일후 

환원제에 의한 변화는 약 8 % 감소하였고. As 표준용액에 의한 변화는 약 5 %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g.9 .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acid)을 넣 

고 측정했을 때에 비해 산(acid)을 넣지 않고 측정했을 때에는 홉광도도 적을 

뿐 아니라 스펙트럼 또한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할 때는 당연히 산 

(acid)을 넣고 측정해야 합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산(acid)을 넣지 않고 

흡광도를 측정했을 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의문시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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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Variation of absorbance for As solution with reducing agent by 

FI -AAS (1 day). 

As standard 1 day after 1 day after 
solution 

On preparation 
prepartion 

On preparation 
preparation 

Reducing 
On preparation 

1 day after 1 day after 
On preparation 

agen t ( NaBH4 ) prepartion preparation 

잃鍵: 10 % NO 10 % NO 10 % NO 10 % NO 

HCl acid HCl acid HCl acid HCl acid 

Blank -0.001 0.002 0.000 0. 002 -0.001 -0.001 0.001 0.001 

2.5 0.072 0. 043 0.075 0.044 0.067 0.039 0. 073 0.040 

5.0 0.152 0.086 0. 147 0.091 0.133 0.080 0. 142 0. 082 

10. 0 0.299 0.174 0. 293 0.184 0.265 0. 162 0.282 0. 170 

20. 0 0.581 0.352 0. 583 0.374 0.523 0.321 0.559 0. 333 

Fig. 9. FI -AAS spectrum of As in 10 % HCl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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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l0. FI-AAS spectrum of As in acid free medium. 

(2) As 표준용액 및 환원제(NaBH.)를 제조하여 2일 지난후 산(Acid)을 넣었 

을 때와 산을 넣지않았을 때의 홉광도 변화.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을 넣고 측정한 결과， 제조 2일후 환원제 

에 의한 변화는 약 16 % 감소하였고. As 표준용액에 의한 변화는 약 3 % 감소하 

였으며， 산을 넣지 않고 훔정한 결과 제조 2일후 환원제에 의한 변화는 약 14 % 

감소하였고. As 표준용액에 의한 변화는 약 3 %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3) As 표준용액 및 환원제 (NaBH4)를 제조하여 3일 지난후 산(acid)을 넣었 

을 때와 산을 넣지 않았을 때의 홉팡도 변화. 

또한 Table 11에서도 산을 넣고 측정한 결과 제조 3일 후 환원제에 의한 

변화는 약 41 % 감소하였고 As 표준용액에 의한 변화는 약 10 % 감소하였으며， 

산을 넣지 않고 측정한 결과， 제조 3일후 환원제에 의한 변화는 오히려 약 6 % 

증가하였는데 이는 As 표준용액의 제조가 잘못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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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s표준원액 즉 1000 맹/R，용액을 1 mg/R，용액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는 바 1 

mg/ R, 용액으로 다시 2.5 , 5.0 , 10.0 , 20.0 þg/ R, 용액으로 제조하기 전에 1 n땅/R， 

의 As 표준용액이 휘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제조 3일후 As 표준용액에 

의한 변화는 약 2 % 감소하였다. 

(4) As 표준용액 및 환원제 (NaBH4)를 제조하여 5일 지난후 산(acid)을 넣었 

을 때와 산을 넣지않았을 때의 홉광도 변화. 

Tabl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을 넣고 측정한 결과 제조 5일후 환원제 

에 의한 변화는 약 10 % 감소하였고， As 표준용액에 의한 변화는 약 11 % 감소 

하였으며， 산을 넣지 않고 측정한 결과 제조 5일후 환원제에 의한 변화는 약 5 

% 감소하였고， As 표준용액에 의한 변화는 오히려 약 1 % 증가하였다. 

Table 10. Variation of absorbance for As solution with reducing agent by 

FI -AAS (2 day) . 

As standard 2 day after 2 day after 

solution 
On preparation 

preparation 
On preparation 

preparation 
Reducing 

On preparation 
2 day after 2 day after 

On preparation 
agent( NaBH4) preparation preparation 

@싫$:: 10 % NO 10 % NO 10% NO 10 % NO 

HCl acid HCl acid HCl acid HCl acid 

Blank 0.000 -0.001 0.003 -0.002 0.002 -0.001 0.001 -0.001 

2.5 0.074 0.042 0.061 0.036 0.061 0.033 0.070 0.039 

5.0 0.142 0.084 0.132 0.077 0.119 0. 072 0.139 0.084 

10.0 0.284 0.167 0.269 0.152 0.237 0.147 0.275 0.170 

20.0 0.564 0.361 0.535 0.316 0.479 0.329 0.548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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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 Variation of absorbance for As solution with reducing agent by 

FI -AAS (3 day). 

As standard 3 day after 3 day after 
solution 

On preparation 
preparation 

On preparation 
preparation 

Reducing 
On preparation 

3 day after 3 day after 
On prepara ti on 

agent(NaB~) preparation preparation 

잃뚫￡ 
10% NO 10% NO 10% NO 10% NO 
HCl acid HCl Acid HCl Acid HCl Acid 

Blank -0.002 0.002 0.006 -0.002 -0.001 0.004 0.001 0. 000 

2.5 0.088 0.047 0.074 0.051 0.058 0.051 0.072 0.046 

5.0 0.172 0.100 0.156 0.109 0.108 0.106 0.154 0.099 

10.0 0.338 0.204 0.328 0.224 0.190 0.209 0. 313 0.200 

20.0 0. 650 0.406 0.645 0.444 0.332 0.438 0.623 0.396 

Table 12. Variation of absorbance for As solut ion with reducing agent by 

FI - AAS (5 day ). 

As standard 5 day after 5 day after 

solution 
On preparation 

preparation 
On preparation 

preparation 
Reducing 

On preparation 
5 day after 5 day after 

On preparation 
agen t ( NaBH4 ) preparation preparation 

꽤鍵: 
10% NO 10% NO 10% NO 10% NO 
HCl acid HCl acid HCl acid HCl acid 

Bla마〈 0. 006 0.001 0.002 -0.001 0. 001 -0.002 0.002 -0.002 

2.5 0.090 0.049 0.064 0.049 0.079 0.050 0.073 0.049 

5.0 0.177 0.108 0. 139 0.104 0.161 0.106 0.156 0.112 

10.0 0. 349 0.226 0.292 0. 208 0.318 0.207 0. 318 0.229 

20.0 0. 686 0. 467 0. 587 0.407 0. 618 0.417 0.652 0. 460 

(5) As 표준용액 및 환원제(NaBH4)를 제조하여 7일 지난후 산(Acid)을 넣었 

을 때와 산을 넣지 않았을 때의 홉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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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able 13에서도 산을 넣고 측정한 결과 제조 7일후 환원제에 의한 

변화는 약 25 % 감소하였고， As 표준용액에 의한 변화는 약 9 % 감소하였으며， 

산을 넣지 않고 측정한 결과 제조 3일후 환원제에 의한 변화는 오히려 약 15 %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Table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을 넣고 측정한 결과 

제조 3일후 환원제에 의한 변화가 약 41 % 감소함을 보였기 때문에 감소량의 원 

인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조건률을 알아본 결과 FIAS의 유입 튜브로 판단， 환원 

제 (NaBH4)유입 튜브와 carrier solution 유입튜브를 교체한 결과로 홉광도가 중 

가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얻은 중요한 결론은 As 표준용액이 휘발되는 시간 

과 환원제 (NaBH4)의 변화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Fig.ll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rrier, reductant의 유입튜브도 사용시간에 따라 홉광도의 변화가 아주 다르 

게 나타남율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유입튜브의 사용시간은 약 15 - 20 시간 

이 지나면 각각의 유입튜브를 교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6) As 표준용액 및 환원제(NaBH4)를 제조하여 14일 지난후 산(Acid)을 넣었 

을 때와 산을 넣지 않았을 때의 홉광도 변화. 

Table 15-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을 넣고 측정한 결과 제조 14일후 환 

원제에 의한 변화는 약 28 % 감소하였고， As 표준용액에 의한 변화는 저농도에 

서는 약 10 % 감소하였으며， 고농도에서는 오히려 2 - 6 %증가하였는데， 이 홉 

광도의 증가 원인도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 맹/R.， 의 As 표준용액으로 희석하여 

각각의 As 표준용액(2.5 ， 5.0, 10.0, 20.0 pg/ R.，)을 제조하는데， 1 맹/R.， As 표준 

용액의 제조일이 14일을 경과하다보니 이용액 역시 휘발된 것으로 생각되며 산 

을 넣지 않고 측정한 결과 또한 동일한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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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Variation of absorbance for As solution with reducing agent by 

FI -AAS (7 day). 

As standard 7 day after 7 day after 

solution 
On preparation 

preparation 
On preparation 

prepartion 
Reducing 

On preparation 
7 day after 7 day after 

On preparation 
agen t ( NaBH4 ) preparation preparation 

싫鍵: 
10% NO 10% NO 10% NO l Ü"~ NO 

HCl acid HCl acid HCl acid HCl acid 

Blank 0. 004 0. 003 0.000 -0.001 0.001 -0.001 0.000 0.000 

2.5 0.090 0.056 0.053 0.043 0. 065 0.041 0.071 0.057 

5.0 0.180 0.115 0.115 0.090 0.134 0.086 0.152 0.121 

10.0 0.339 0.201 0. 246 0.176 0.262 0.153 0.324 0.237 

20.0 0.619 0. 345 0.504 0.350 0.473 0.265 0.650 0. 461 

Table 14. Variation of absorbance for As solution with reducing agent by 

FI -AAS (10 day). 

As standard On 10 day after On 10 day after 

solution preparation preparation preparation preparation 
Reducing On 10 day after 10 day after On 

agen t ( NaBH4 ) preparation preparation preparation 2r-~ar~tiol1 

잃鍵: 
10 % NO 10 % NO 10 % NO 10 % NO 

HCl acid HCl acid HCl acid HCl acid 

Blank -0.01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0 0.001 

2.5 0.072 0.048 0.046 0.036 0.048 0.031 0.070 0.054 

5.0 0.151 0.097 0.098 0.072 0.101 0.064 0.144 0.112 

10.0 0.284 0. 128 0.221 0.145 0.196 0.082 0.318 0. 218 

20. 0 0. 473 0.159 0.466 0.281 0.327 0.097 0.647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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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Variation of absorbance for As solution wi th reducing agent by 

FI -AAS (1 4 day). 

As standard On 14 day after On 14 day after 
solution preparation preparation preparation preparation 
Reducing On 14 day after 14 day after On 

agen t ( NaBH4 ) preparation pr-ep_ara.:t i on preparation I'!'~ra ti on 

꽤鍵: 
10 % NO 10 % NO 10 % NO 10 % NO 

HCl acid HCl acid HCl acid HCl acid 

Blank 0. 002 0. 006 0. 000 0.003 -0.001 -0. 001 -0. 004 -0.002 

2.5 0.069 0.017 0.040 0.033 0.048 0. 029 0. 061 0.033 

5. 0 0.137 0.061 0.086 0. 070 0.097 0.060 0. 124 0. 084 

10.0 0. 266 0. 134 0.199 0. 138 0.195 0.121 0. 272 0.182 

20. 0 0.527 0.322 0.411 0.275 0. 387 0. 229 0. 560 0. 379 

Table 16. Absorbance variat ion of As sta며ard solutions with time span 

in 10 % HCl medium. 

T뚫點영 Blank 2.5 5.0 10.0 20. 0 

o day -0.001 0.086 0.176 0.328 0.636 

1 day 0. 000 0.075 (13) 0.147 (16) 0. 293 (11) 0.583 (8) 

2 day 0.003 0.061 (29) 0. 132 (25) 0.269 (18) 0.535 (16) 

3 day 0. 006 0.074 (1) 0.156 (11) 0.328 (0) 0.645 (+1) 

5 day 0.002 0.064 (26) 0.139 (21) 0. 292 (11) 0.587 (8) 

7 day 0.000 0.053 (38) 0.115 (35) 0.246 (25) 0.504 (21) 

10 day 0.001 0.046 (46) 0.098 (44) 0.221 (33) 0. 466 (27) 

14 day 0.000 0.040 (53) 0.086 (51) 0.199 (39) 0. 411 (35) 
」→ t 

* The values in parentheses are reduction of abso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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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Absorbance variation of As standard solutions with time span 
in acid free medium. 

T앓點컨 Blank 2.5 5.0 10.0 20.0 

o day 0.001 0.047 0. 105 0. 200 0.401 

1 day 0. 002 0.044 (6) 0. 091 (13) 0.184 (8) 0. 374 (7) 

2 day -0.002 0.036 (23) 0.077 (27) 0.152 (24) 0.316 (21) 

3 day -0. 002 0.051 (+8) 0.109 (+4) 0.224 (+12) 0.444 (+10) 

5 day -0.001 0.049 (+4) 0.104 (1) 0. 208 (+4) 0.407 (+1) 

7 day -0.001 0.043 (8) 0. 090 (14) 0.176 (12) 0.350 (1 3) 

10 day 0.000 0.036 (23) 0.072 (31) 0.145 (27) 0.281 (30) 

14 day 0.003 0.033 (30) 0.070 (33) 0.138 (31) 0.275 (31) 

，~ The values in parentheses are reduction of abso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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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수질환경 시료중 Cr6+ 검출한계 빛 분석법 개선 

1. 실제 시료에 대한 국내에 제시된 방법과 EPA 방법 비교 

수도법에 제시된 원자홉광광도법과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법5으로 얻은 

결과와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얻은 결과를 비교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특정 폐수 

에 6가 크롬을 O. 05 mg/ .e, O. 5 mg/ .e와 1. 0 mg/ .e률 주입한 결과와 시료의 매 

트릭스 분석 결과률 Table 18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회수율율 비교해보면 한국 

공업규격 갱수 및 폐수 시험법의 방법으로 천처리한 후에 원자홉광광도법과 유 

도결합플라즈마 발팡광도법으로 측정한 결과와 시료의 pH를 염기성으로 한 후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프률 이용한 결과와의 차이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IC 

를 이용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AAS와 ICP를 이용하여 륙정할 경우보다 method 

detection 1 imi t가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작은 양의 6가 크롬을 정량 

할 때에는 IC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공업규격 갱수 및 폐수 시험법의 천처리 방법으로 처리한 후에 pH를 

9.0 - 9.5로 맞추어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정량해보고자 시도를 하였 

으나 전처리과정에서 넣어준 염산으로 pH률 염기성으로 만툴 때 다량의 완충용 

액을 넣어주어야 하므로 희석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 전처리과정에서 넣어준 

철성분이 염기성에서 침천으로 다량 형성되어서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AAS와 ICP를 이용하여 정량할 때는 전처리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깨끗한 물 

도 처리하여 이를 바탕용액으로한 바탕용액의 측정값도 필요하나 IC를 이용하여 

정랑할 경우에는 그런 조건의 바탕실험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AAS와 ICP의 경우는 용액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AAS와 ICP의 

검정곡선에 표준시료로 사용한 산성용액을 IC의 검정곡선 작성시 표준시료로 사 

용하였더니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 깨끗한 물속에 포함된 6가 크롬 

의 양을 IC로 정랑할 경우에는 액성에 관계없이 같은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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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ab1e 18. Ana1ytica1 resu1ts of Cr( Vî) by various method. 

Conc. (ppm) 

SO/-Samp1e Matrix 

444 

잃鐵밸펀 0. 05 ppm 0.5 ppm 1. 0ppm 

AAS 86 102 98 

ICP 120 106 100 

IC 120 105 101 

--------------
Ca1ibration Range Method Detection 

(mg/me) Limi t(mg/me) 

AAS 0.05 - 0.1 0.01 

ICP 0. 05 - 0.1 0.01 

IC 0.05 - 0.1 0. 005 

2. 다양한 폐수속에 녹아있는 특정성분 분석 

위에서는 실제 시료에 주입한 6가 크롬의 양에 대한 회수율을 방법에 따라서 

비교한 것이나 실제로 시료 자체에 존재하는 6가 크롬의 양을 비교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원자홉팡팡도법과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모두 전처리 방법이 같기 때문에 오염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하여서 AAS와 IC로만 분석하여 그 결과를 Tab1e 19에 나타내었으 

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총크롬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에 포함된 중금속의 앙은 총크롬이 검출되는 지 

역의 시료에서의 중금속의 양보다 상대척으로 적은 양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 

Q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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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미국의 환경 시료는 대부분이 염기성이라는 발표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광산 

혜수는 산성인 경우가 있어며， 이런 경우에는 6가 크롬이 존재했었다고 하더라 

도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시간이 짧았을 것이다. 위의 시료중에서도 지역 F의 

폐수인 경우는 총크롬이 0.82 ppm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6 

가 크롬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pH가 2. 7로 다른 지역보다 낮으므로 중금속과 횡 

산 이온퉁이 환원 작용을 해서 6가 크롬이 3가 크롬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배재 

할수없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6가 크롬이 검출되는 시료가 없기 때문에 6가 크롬의 

안정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6가 크롬 일정양(0.5 ppm)을 주입하자마자 회수율을 

IC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pH가 낮고 다른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시료들도 모두 

높은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결과도 Table 20에 나타내었다. 

3. 실제 시료의 pH와 보존 시간에 따른 6가 크롬의 상대적인 양. 

실제 시료에서 pH에 대한 6가 크롬의 상대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2 

의 지역 중에서 총크롬이 검출되는 지역의 시료와 매트릭스가 깨뭇한 증류수， 

온천수와 음용수에 대하여 6가 크롬을 pH와 보존 기간을 변화시켜서 이온크로마 

토그래피에 의한 분리법을 이용하여 검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18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의 첫 번째의 특정은 매트릭스에 관계없이 pH가 9.0 - 9. 5 

로 조작된 경우는 6가 크롬의 변화량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첫 

번째 이유는 산성에서 6가 크롬을 환원시키는 환원제 대부분의 금속이 pH 9.0 

- 9.5 영역에서 결정으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여과로 제거되었을 것이고 두 번 

째 이유는 6가 크롬이 pH 9.0 - 9. 5 영역에서 안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정은 pH가 4 이하인 시료중에서 6가 크롬을 환원시킬 

만한 환원제가 존재하지 않는 증류수， 온천수와 음용수인 경우는 주입해준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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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뼈alytical results of real waste water matrix and spiked Cr6+(0.5 ppm) . 

Crb+ 

Total 
Al Pb Fe 싸1 Cu Zn Cd As S04 pH 

Cr AAS IC 

Area A 0.00 0. 06 0.01 0.13 0.08 0.00 0.08 24.0 6.6 0. 00 0.00 0.00 

Area B 0.00 0.04 0.58 0.07 5. 76 0.05 <0.05 90. 1 6.5 0.00 0.00 0.00 

Area C 0.00 0.13 O. 72 4.66 9.84 0.09 <0.05 280 6. 7 0.00 0.00 0.00 

Area D 0. 00 l. 66 0. 19 0.05 0. 00 0.00 <0.05 36. 4 7.1 0.00 0. 00 0. 00 

Area E 0.06 0.15 3.39 11. 0 6.37 0.04 <0. 05 332 6. 6 0. 00 0.00 0.00 

Area F 0.16 160 4.96 21. 1 15.1 0. 18 0.40 748 2. 7 0.82 0.00 0.00 

Area G 0.04 8.95 5.35 1. 41 3.40 0. 03 0.20 702 6.0 0.09 0.00 0.00 

Area H 0.14 5.91 17.6 12. 3 1. 00 0.02 <0.05 1, 210 3. 3 0.08 0.00 0.00 

Area 1 0.30 0. 58 42. 8 0.04 31. 1 0. 15 <0. 05 377 6. 3 0.08 0.00 0.00 

Area J 0. 00 1. 84 24. 7 0. 03 2. 83 0.17 0. 10 1, 370 7.0 0.07 0.00 0. 00 

Spiked Crb+ by IC 

Relative 

Recovery standard 
(%) deviation 

(%) 

98 2 

100 2 

98 2 

100 2 

98 4 

100 2 

96 2 

98 2 

98 2 

96 2 



。1

h그 

Table 20. Relation of spiked Cr6’ (0.5 mg/L) recovery t。 버 ch킹~e and elapsed time. 

Recovery(%) Recovery(%) 

Sample St하lding time 
Adjusted 

St하lding time 
Adjusted 

itself 
Sample pH 

1 day 16 day 31 day pH 1 day 16 day 31 day p.! 

Area F 2.7 102 80 26 9.0-9.5 

Area G 6.0 96 100 96 - 9.0-9.5 

Area H 3.3 98 96 66 - 9.0-9.5 

Area 1 6.3 98 96 100 - 9.0-9.5 

Area J 7.0 96 98 100 2.3 96 86 80 9.0-9.5 

D. 1 water 7.0 100 100 102 2.5 98 98 102 9.0-9.5 

Hot spring Water 8.0 98 98 100 2.5 102 102 100 9.0-9.5 

Drinking water 6.8 98 98 100 2.6 100 100 100 9.0-9.5 

Standing time 

1 day 16 day 31 day 

100 100 98 

98 98 100 

100 98 102 

96 96 98 

100 100 104 

100 102 102 

98 100 100 

98 98 100 



변하지 않고 회수 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수질환경 시료충 Cr6+ 검출한계 및 분석법 개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매트릭스 물이 이용되었다. 위의 결과에서 보 

듯이 U. S. EPA 방법 218.6은 다양한 메트릭스 물에서 6가 크롬을 분석하는 정 

확하고 간결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즉， 첫째로 ICP와 

AAS로 정량할 경우에 이용하는 전처리 방법은 U. S. EPA 방법 218.6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과 동시에 여러 과정율 거치기 때문에 타 이온이 다량 함유 

되어 있을 경우에는 IC에 비해 상대적으로 6가 크롬이 손실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매트릭스가 상당히 복잡한 시료라도 액성을 염기성으로 맞추고 난 후 

에는 상온에서 한 달 이상 안정한 상태로 6가 크롬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료률 

채취하자마자 액성만 맞추어서 운반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6가 크롬의 회수율을 비교해보면 주입한 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 

러 매트릭스 물은 깨뭇한 물에서의 6가 크롬의 회수율보다 작아짐을 알 수 있었 

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매트릭스가 복잡한 물이면서 액성이 산성일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수에 6가 크롬이 주입된다고 하면 

짧은 시간내에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산화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율 미칠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깨끗한 물일 경우에는 EPA 방법에서 제시 

한 것처럼 pH를 염기성으로 맞추지 않고 아무런 전처리 없이 이온 크로마토그래 

피에 주입하여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며 깨뭇한 물에서는 액성이 산성이라도 6가 

크롬이 안정한 상태로 장시간 보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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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폐기물 중의 휘발성유기물 분석 

1. Purge & trap을 이용한 휘발성유기불 분석 

Purge & trap 방법은 가장 큰 농축력을 가지므로 극미량 분석에 척합하며 다 

양한 휘발성유기물 대상 성분의 동시분석이 가능한 전처리 방법이나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과는 탈리 분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sparger의 종류， 폭기 시간， 폭기기체량， 탈착시간， 폭기 온도， 트랩의 종 

류， 탈착기체량 퉁이며 화합물의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 또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을 제거 또는 개선한 방식으로의 전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환경분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중점 기술개 

발 분야이다. 기본척인 방식은 같으나 일반적인 방법외에 장치를 수정하거나 방 

식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된 것들은 주로 sparger의 

형태를 변화시킨 것 45. 46 홉착 및 탈착 방식을 변형한 것 47 탈착 후 GC로 주입되 

는 과정을 개선한 것 48 불 시료를 분사시켜 비활성 기체와의 빠른 명형을 이루 

어 효율을 높인 것49 퉁이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Purge & trap 사용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잔류물질에 의한 오염문제이다. 따라 

서 개선되는 대부분의 방법률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Purge & 

trap 장치와 낼리 보급된 탁상형 GC/MSD의 접속은 좁은 내경의 모세관 칼럼을 

사용하여 purge & trap과 GC-MSD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 트랩에 홉착된 수분이 크로마토그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료량 또한 제 

한된다. 따라서 초기에 용출되는 휘말성이 큰 화합물들의 분리도가 나쁘며 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탈착기체의 양이 제한되므로 purge & trap 장치전반에 잔류하 

는 미량유기물들로 인해 계속작업시 완전한 바탕값을 얻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 

제점틀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분조절장치 및 cryorefocusing 장치의 사용. GC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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븐 cryogenic 및 주기적인 세척방법 퉁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 방법들을 척용하 

면 분석소요시간이 길어지고 다량의 냉각기체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 

다. 또한 이러한 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도 탈착기체량 제한에 따른 잔류 이미지 

효과는 여천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purge & trap과 탁상형 질량검출기와의 

직접접속방식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율 해소하기 위하여 충분한 탈착기체 

량이 보장될 수 있는 주입방식의 개선을 롱하여 홉착수분 빛 분자확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 실험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수분조절장치， 홉착트랩 

으로부터 GC 주입구까지의 이통과정에서의 분자확산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cryorofocusing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 항의 Fig. 12 ， 13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 용출되는 매우 휘발성이 큰 화합물들의 우수한 분리도와 뾰촉 

한 봉우리 형태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비교적 수분홉착력이 약한 

carboxen 트랩의 사용과 충분한 탈착기체량을 보장할 수 있는 탈착 모드를 구성 

함으로써 분리에 미치는 홉착수분의 영향이 거의 제거된 것을 나타내며 ， 전송라 

인을 거치는 과정에서의 분자확산에 따른 띠넓힘 현상 또한 빠른 전송속도에 의 

해 거의 해소되었음을 나타낸다. 륙히 실험과정에서 허용기준치의 수십배에 해 

당하는 시료를 처리한 후 수행한 바탕시험에서 깨뭇한 바탕선을 얻을 수 있었 

다. 또한 많은 시간과 다량의 냉각기체가 요구되는 이들 과정을 없엠으로써 보 

다 효율척 인 분석수행이 가능함율 알 수 있었다. 

2. SPME 방법에 의한 폐기물 중의 휘발성유기물 분석 

Fig.12는 SPME를 이용하여 TCLP 용출액을 자력교반에 의한 방법으로 전처리 

하여 GC/MSD로 얻은 크로마토그램으로 a}는 fiber‘률 headspace에 위치한 상태， 

b}는 fiber를 물에 직접 담근상태에서 얻은 것을 같은 abundance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a}그림에 나타낸 숫자는 용출순서에 따라 1, 염화 비닐 2 , 1 ， 1-디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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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메댄 3 , 2-부타논 4, 클로로포름 5, 1 ， 2-디클로로에탄 6 , 벤젠 7, 테트라클로 

로메탄 8, 트리클로로에텐 9, 테트라클로로에텐 10, 클로로벤젠 11 , 1 ， 4 -디클로 

로벤젠을 나타내며， 이후의 Fig. 및 Table에 나타낸 번호 또한 같은 화합물을 

나타낸다. Fig.4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 용출되는 1-5 까지의 휘발성이 강한 

화합물들의 봉우리 세기가 매우 약함을 알 수 있고 특히 염화 비닐과 2-부타논 

의 경우 2 ， 4에 비해서도 약 1110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 같은 결과는 강한 휘발 

성에 따른 상대적으로 약한 홉착능력 및 비극성 디메틸폴리실록산 fiber에 대한 

약한 친화력에 따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6, 7의 벤젠과 테트라클로로메탄은 

분리되지 않고 겹쳐서 나타났으나 각 화합물의 특성이온이 다르므로 무리없이 

선별 정량이 가능하다. 또한 두 그림을 비교하면 1 - 5번까지의 화합물은 그림 

a) 가， 6번 이후의 것은 그립 b)가 우세함율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결과는 1 -

5까지의 휘발성이 매우 강한 화합물의 경우 headspace 방법이， 상대적으로 휘발 

성이 약한 벤젠 빛 유도체， PCE , TCE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fiber를 직접 

탑근상태에 처리하는 direct 방법이 보다 바람직함을 나타낸다. Table 21은 

headspace SPME 방법을 이용하여 replicate를 7회 측정한 결과로부터 얻은 검출 

한계 빛 재현성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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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Method detection limits and percent relative standard deviation 
。 f volatile compounds by headspace SPME method. 

Method Detection Relative Standard 
No. Compounds Li mi t 

Deviation(%RSD) 
(14!,/ ~ ) 

1 vinyl chloride 40 28 

2 1, 1-dichloroethene 3.0 22.4 

3 2-butanone a 

4 chloroform 4.2 17.4 

5 1, 2-dichloroethane 16 8.6 

6 benzene 0.2 4.8 

7 tetrachloromethane 0.3 10.2 

8 trichloroethene 0.15 4.5 

9 tetrachloroethene 0.05 6.0 

10 chlorobenzene 0.2 5.5 

11 1, 4-dichlorobenzene 0.03 3.8 

a not detected 

Table 21의 결과는 벤젠 다음에 용출되는 화합물인 경우 검출한계 및 재현성이 

우수함을 나타내나 1 - 5 화합물의 비교척 높은 검출한계와 나쁜 재현성율 보 

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purge & trap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여 

8-10의 경우는 검출한계는 약간 높으나 보다 우수한 재현성을 나타내며， 검출한 

계 또한 기준치에 대하여는 11100 이하의 낮은 값이므로 이들 화합물을 대상으 

로한 SPME 방법의 적용은 매우 우수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RSD는 표준면차가 명균치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며 다음의 식으로부터 구하 

n 
3 

P O 



였다. 

%RSD = -투~ x 100 
X 

여기서 s는 작은 수(N<20)의 replicate 측정에서 신뢰한계률 나타내기 위하여 

적용하는 표준편차값이며 다음의 식율 척용한다. 

r- JJ (Xj - X)2 
s = ι ι 

, ‘]=1 N-l 

X는 replicate 축정의 명균치이며 Xi는 각 replicate의 측정치이다. 

Method detection limit (MDL)는 표준물질 첨가방법에서 분석물의 정량한계 또 

는 검출한계률 구하는 다음의 식율 척용하였다. 

MDL = KSB/m 

m = slope of calibration line 

SB = standard deviation of the average noise level 

여기서 K = 3율 적용하여 method detection limit를 구하였으며 K = 5률 척용 

하면 실제적인 정량한계(practical quantitation limit. POL)가 된다. 

3. 용출시험법과 TCLP zero-headspace extraction의 비교 실험 

국내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자력교반에 의한 방법(이하 Method-A)과 US 

EPA의 TCLP 방법(이하 Method-B)에 의한 결과률 비교하였다. Fig.13은 각각의 

전처리과정을 거친 용출액을 purge & trap -- GC/MSD률 이용하여 얻은 대상 휘 

발성유기물의 크로마토그램이며 a)는 TCLP 용출액 . b)는 자력교반 용출액을 사 

용한 것을 나타낸다. 두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하면 a) 그림의 각 화합물의 봉우 

리 세기가 전반척으로 우세함을 알 수 있고 륙히 1 - 5의 강한 휘발성을 나타 

내는 화합물들의 피이크는 현저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PME 방법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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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낮은 검출을 보인 1, 3의 염화 비닐， 2-부타논의 경우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는 약하나 상당한 큰 피이크를 세기를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TCLP 방법이 

용출과정에서 보다 완전한 밀봉과 zeroheadspace를 보장함으로써 휘발성이 강한 

화합물들의 손실을 최소화한 결과임을 알 수 있고 특히， 용출 후 거치는 여과과 

정에서 자력교반 후 용출액을 유리섬유가 채워진 주사기로 옮겨 거르는 방식의 

국내 공정시험법에 비해 TCLP zeroheadspace에서는 전처리과정에서의 용액을 옮 

기거나 용기의 마개를 열지 않고도 내부에 부착된 필터를 거쳐 여과된 용액율 

바로 검액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휘발성이 강한 대상성분률의 손실율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각 용출액을 7회 반북 측정한 결과로부터 얻은 각 화합물의 회수율， 검출한계 

빛 재현성을 table 22 - 24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purge & trap을 사용하 

여 GC/MSD로 측정한 것이며 회수율 기준은 첨가한 표준용액에 해당하는 각 화합 

물의 절대량을 purge & trap의 sparger에 넣은 것에 대한 상대값이다. Table 22 

의 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Method-B의 회수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초기의 휘발성이 큰 화학종의 경우 Method-A의 결과에 

비해 약 3배의 회수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재현성을 나타내는 Table 23의 

결과 또한 Method-B의 결과가 모든 대상 화학종에 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휘말성이 강한 것일수록 더 큰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Table 24는 폐기물 시료에 첨가하여 얻은 대상 휘발성유기물의 

purge& trap -- GC/MSD에 의한 검출한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한 방 

법에서의 최소 검출농도를 나타낸다. 비교척 검출한계가 높은 휘발성이 큰 화합 

불틀의 경우도 3 - 0.5 ppb 농도범위를 나타내며， 이 같은 결과는 이틀 성분을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US EPA의 기준치에 염화 비닐의 경우 약 1150 이하 

나머지의 것들은 그 보다 훨씬 낮은 검출한계를 제시한다. 국내 폐기물 공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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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상의 노말-헥산 추출에 의한 GC/ECD의 측정 결과는 TCE , PCE , 클로로벤젠 ， 

1 ， 4-디클로로벤젠의 경우 수 p.gl Q 의 검출한계를 나타내어 무리없이 적용이 가 

능하나 이 외의 초기 용출되는 화합물의 경우 검출한계가 이 보다 훨씬 높아서 

적용이 곤란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22. Comparison of percent recovery of VOCs in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Recovery(%) 
No Compounds 

Method A Method B 

1 vinyl chloride 24 65 

2 1, l-dichloroethene 31 57 

3 2-butanone 58 52 

4 chloroform 43 75 

5 1, 2-dichloroethane 45 78 

6 benzene 55 84 

7 tetrachloromethane 57 82 

8 trichloroethene 64 89 

9 tetrachloroethene 69 94 

10 chlorobenzene 72 93 

11 1, 4-dichlorobenzene 7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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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Comparison of percent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VOCs in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Relative standard deviation(%) 
No . Compounds 

Method A Method B 

1 vinyl chloride 24.5 14.2 

2 1, I -dichloroethene 12.2 5.4 

3 2-butanone 17.8 12.3 

4 chloroform 15. 5 10.2 

5 1, 2-dichloroethane 10.4 5.1 

6 benzene 8.6 6.5 

7 tetrachloromethane 15.8 12. 6 

8 trichloroethene 9.2 6. 4 

9 tetrachloroethene 7.7 6.4 

10 chlorobenzene 12.4 7.5 

11 1, 4-elapsedichlorobenzene 10.8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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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omparison of method detection limits(MDL) in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Method detection limit(t훌/ .e ) 
No Compounds 

Method A Method B 

vinyl chloride 3.0 1. 2 

2 1, 1-dichloroethene 2.2 0.6 

3 2-butanone 6.5 6.3 

4 chloroform 0.4 0.2 

5 1, 2-dichloroethane 0.5 0.3 

6 benzene 0.6 0.1 

7 tetrachloromethane 1. 2 0.8 

8 trichloroethene 0.5 0.3 

9 tetrachloroethene o. 7 0.3 

10 chlorobenzene 0.3 0.2 

11 1, 4-dichlorobenzene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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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철 환경시료중 입자성 물질 분리 및 특성분석을 

위한 Flow FFF 시스템 구성 

1. F1 0w FFF 채낼 제작 및 전체시스템 구성 

Flow FFF 전체장치는 시료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채낼과 시료주입기， 2대의 

혐프， 검출기， 기록계， PC 로 구성되어 있다. Flow FFF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은 채널이다. 이러한 채널을 실험목적에 따라 그 사양을 달리 할 수가 있 

는데 채낼 특성에 따라 분리도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북 

표인 환경시료충 입자성 물질들의 분리 빛 륙성분석율 위한 적합한 Flow FFF용 

채낼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채낼의 구조는 Fig. 14에 나타 

내었다. 채낼은 2개의 플렉시 유리 (plexiglass)를 알루미나로 이루어진 다공성 

판 (frit) 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접착한후， 다공성 판을 통해서 유체의 

흐름이 가능한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두 개의 다공성 판 사이에 간격 띄 

우게를 놓았으며， 그 아래쪽에 시료가 다공성 판을 통해서 소실되지 않고， 교차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막을 놓았다. 실험에 사용한 막은 재생 셀룰로우즈로 

YM-10 (Amicon, Inc. MA) 이었고， YM-I0 막을 통과할 수 있는 최대 분자량은 분 

자랑 10 , 000 이었다. 막을 넣고 채낼을 조립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leak 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낼공간을 제외한 박의 윗부분을 첩착제로 발라서 사용하였 

다. 접착제는 가능한 균일하고 앓게 입혀서 채널 조립시 발생할 수 있는 막의 

압축을 최소화하였다. 채낼은 토크랜치률 이용하여 20 psi로 균일하게 조인후 

사용하였다. 채낼의 흐름 및 교차흐름을 위해 사용한 펌프는 2대의 Waters 

6000A Solvent delivery system 을 사용하였다. 또한 Waters automatic 

gradient controller를 각 펌프에 연결하여 자동적으로 유속을 조절케 하였으 

며， 시료주입기는 Rheodyne 7125 i , 검출기는 Applied Biosystems사의 759 UV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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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기 (@254nm, Ramsey, NJ) 를 사용하였다. 검출기 웅답은 IBM 호환컴퓨터에 기 

록하였고， FFF Data 뻐alysis S/W 3. 0율 이용하여 처 리하였다. 펌프의 유속은 

검출기 윗부분과 교차 흐름의 출구쪽에 뷰렛을 설치하여 I Oml 부피를 얻는 시간 

으로 부터 측정하였다. 

Carrier in • t Ca때r out 

Cross flow out 

Fig.14. Flow FFF channel structure. 

2. Flow FFF에 의한 표준 물질 분리 및 실험조건 최적화 

Inlet block 

Frit 

Mylar spacer 

Membrane 

Frit 

Gore-Tex lining 

Outlet .black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Flow FFF시스램율 성공척으로 구성하였다. 이 시스밤 

을 이용한 기초실험 및 최척실험 조건을 얻고자 폴리스티랜 라텍스 표준물질율 

이용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조사해 보았다. Flow FFF실험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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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낼흐름의 유속과 교차흐름의 유속이다. 분석코자하는 시료의 입자크기에 맞추 

어 이들 두개의 유속을 척당히 선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500 nm 이 

하의 직경을 가지는 입자를 분리 /분석하기 위한 채낼흐름의 유숙과 교차흐름의 

유속을 조사해 보았다. 다양한 채낼흐름의 유속과 교차흐름의 유속을 조사해 본 

결과 500 nm 이하의 직경을 가지는 입자를 분리/분석하기 위해서는 채낼흐름유 

속 = 약 4.3 뼈， 교차흐름유속 = 약 1 mt에서 가장 좋은 분리를 얻을 수 있었 

다. Fig.15에 이 조건에서 4개의 폴리스틸랜 라텍스 표준시료의 혼합시료률 주 

입하여 분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low FFF의 륙정중의 하나는 분석시료의 성질에 따라 채널흐름의 유속과 교차 

흐름의 유속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실험결과. Flow FFF 시 

스템 구성 및 최척의 분리 실험조건을 구축한 상태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 

는， 실제 환경시료를 선택하여 시료중 입자성 물질 분리 및 특성분석연구룰 수 

행하여 새로운 환경명가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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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질 및 환경시료 중 새로운 무기성분 및 유기물 분석법 확립， 

대상성분들의 검출한계 및 분석법 개선을 목표로 1차년도인 당해연도에는 As , 

Crγ 폐기물충 VOCs , 흐름 장 분획법에 의한 입자성 물질 특성분석 동을 대상 

으로 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ICP-MS에 의한 As 분석시 시료중 C1 이온이 공존하지 않으면 본 실험결과에서 

보듯이 검출 한계가 0.017 ppb로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료중 Cl 이온 

이 공존하게 되면 75As와 동일한 질량을 갖게 되므로 분석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C1 농도가 1 ppm 이하 수준에서는 0.1 ppb 이하의 As 농도값에 해당 

하는 피이크 세기를 나타내었고 60 ppm 이상이 되면 1 ppb 수준 정도의 As 농도값 

을 나타내었으므로 검출 한계는 크게 높아지게 된다. Ag cartridge의 Cl 이온의 

제거능력은 Cl 60. 7 ppm 시료의 경우 40As_35C1에 의한 해당 As 농도가 1. 3 ppb 

수준에서 0.06 ppb 수준으로， C1 607 ppm 시료의 경우도 4. 7 ppb에서 0.1 ppb 정 

도로 낮출 수 있으므로 Ag cartridge 사용은 검출 한계 개선에 크게 도옵이 된다. 

2. Flow lnjection Analysis(FIA) 기술을 AAS에 on-line 연결시킨 FI-AAS에 의한 

As 분석시， As 표준용액과 환원제(NaBH4)는 제조된 날로부터 1일 후에는 8 - 16 

% 정도의 홉광도 감소량을 나타내었고， 2일 후에는 16 - 29 %, 1주일후에는 21 

- 38 %, 2주일후에는 35 - 53 %까지 홉광도 값이 감소하였으며， 저농도에서 홉 

광도 값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As 표준용액과 환원제(NaBH4)를 분석 당일 

에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또한 FIAS에 사용되는 유입튜브의 

수명은 15 - 20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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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폐수중 Cr6 '를 정량 분석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ion chromatograph 

에 의해 분리된 Cr6‘의 on-line 발색하도록하여 좀더 신속， 정확 그리고 검출한계 

를 낮추는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4. Cr6’의 안정한 상태의 시간의 상대적인 양을 보기위하여 다양한 매트릭스를 

가진 광산폐수부터 깨뭇한 불까지 pH를 변화시키면서 정량하였다. 그 결과 매트 

릭스가 북잡하면서 산성인 시료숙의 6가 크롬의 농도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 급 

격히 낮아지며 깨끗한 시료일 경우는 액성에 관계없이 장시간 안정한 상태로 존 

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폐기물， 슬러지 및 토양 동의 고체상시료에 적용하는 용출시험법에 대하여 

US EPA에서 제시한 TCLP 방법 충 휘발성유기물을 대상으로하는 zero-headspace 

extraction 방법을 적용하여 관련 시스템 구성 및 분석 법을 체계화 하였으며 , 

분석결과에 관련된 따라메타들을 구하였다. 이 결과 기존의 용출시험법에 비해 

적용한 방법이 보다 우수한 정확도， 정밀도， 검출한계 및 재현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6. 수질 빛 환경시료 중 입자성물질들의 분리 빛 륙성분석을 할 수 있는 Flow 

FFF 채낼 제작 빛 기초실험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약 500 nm 이하의 직경을 가 

지는 입자를 분석할 수 있는 Flow FFF 조건을 찾아서 54 nm - 360 nm 범위의 4 

개의 폴리스틸렌 라텍스 표준시료의 혼합시료률 주입하여 좋은 분리결과를 얻었 

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시료의 분석에 연구의 춧점을 맞출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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