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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5) 환경 오염물질 분석용 생물 매질 표준물질의 균질성 및 

단기안정성 시험평가

이수용 ․ 이장호 ․ 정다위 ․ 박기완 ․ 오정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자연환경연구과 국가환경시료은행

1. 서론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은 측정기기의 교정이나 측정방법의 평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하고 적절하게 확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ISC, 2017). 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

료은행에서는 모니터링 대상 시료종을 매질 표준물질로 자체 제작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시료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분쇄‧균질화 설비와 절차는 일반적인 표준물질 제작 설비 및 공정과 유사하기 때

문에 표준물질을 제작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괭이갈매기 알과 홍합, 잉

어를 대상으로 총수은에 대한 후보 표준물질로서의 균질성 및 단기안정성 시험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균질성 시험평가 분석항목으로 총수은을 선택하였다. 총수은 분석은 골드아말감법을 이용

한 자동 수은분석기(Mercury Analyzer, MA 3000)를 사용하였다. 건조된 홍합 시료 약 0.05 g을 수은분석기 

분석용 보트에 담아 기기에 주입하였고, 시료의 연소를 위하여 고순도 산소를 사용하였다. 기기 검출한계는 

0.25 ng/g이었고, 정량한계는 0.80 ng/g이었다. 인증표준물질(Standard Reference Material 2976)을 사용하여 

확인한 회수율은 92.8~104.4% 범위(n=20)이였다.
균질성은 병내 균질도와 병간 균질도를 동시에 평가하는데, 각 병에서 3번씩 분취하여 병내 균질도를 평

가하고, 10개 병 간의 균질도도 평가하였다. 균질성의 판단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의 통계

적인 차이 유무로 판단하였다(ISC, 2005). 또한 병간 농도값의 변동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인 상대표준편차(표준편차/평균 × 100, %)를 구하여 검토하였다. 안정성은 12주간

(총 5회: 0주, 1주, 2주, 6주, 12주)의 단기안정성을 엑셀의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총수은 분석결과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균질성을 평가한 결과, 잉어 시료는 신뢰수준 95% 기준으로 

F비(병간 분산과 병내 분산의 비율)가 0.8로 F기각치(4.41) 보다 작았고, 유의수준 p값은 0.37로 병간, 병내

의 농도차이가 통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초저온 분쇄공정에 의한 균질화가 달성되었고, 상대표준편차

는 2.28%로 분석 물질의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균질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홍합 시료는 신뢰수준 

95% 기준으로 F비가 0.74로 F기각치(2.39) 보다 작았고, 유의수준 p값은 0.67로 병간, 병내의 농도차이가 

통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초저온 분쇄공정에 의한 균질화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괭이갈매기 

알 시료 또한 신뢰수준 95% 기준으로 F비가 1.96으로 F기각치(2.39) 보다 작았고, 유의수준 p값은 0.1로 병

간, 병내의 농도차이가 통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균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2주간의 단기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잉어 시료는 신뢰수준 95% 기준(p=0.05)으로 p값이 0.18로서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시간에 따른 시료의 농도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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