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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 기 중의 암모니 아가스와 암모늄염 의 필터 포집법 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표준가스 발생 장치 

로 발생시킨 암모니아가스를 3% 붕산-25% 글리세린 혼합액이 스며든 유리섬유 필터에 포집하였다. 

pH 조절법으로 발생시킨 암모니아가스와 대기중의 암모니아를 5회씩 포집하여 측정한 결과 포집효 

율은. 각각 96.4士2.15%와 97.4±L06%였다. 시판되는 유리섬유 필터 및 Polycarbonate 필터에 대하 

여 암모니아가스의 흡착 및 탈리현상을 검토한 결과 유리섬유 및 석영 섬유 필터에서는 암모니아가 

스의 흡착과 약간의 암모늄염 이 탈리되 었으나, Polycaibonate 필터 는 대기 중의 암모늄염 을 포집 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름 47mm 의 필터에 20〃min 의 유량으로 60분동안대기를 포집하 

여 인도페놀법에 의한 분광광도법으로 측정 할 경우, 측정가능한 암모니아가스의 최저농도는 0.83 
ppb(약 0.63qg/m3)이다. 이 방법은 종래의 용액포집법에 의한 분광광도 측정법에 비하여 감도가 

20배나 높으므로 대기중의 암모니아 농도의 변화를 단시간(약 60분)내에 측정할 수 있다•

ABSTRACT. Filters were evaluated to use in the collection of ammonia and ammonium salts 
in the atmosphere. Ammonia from standard gas generator was collected on a glass fiber filter 
impregnated with a mixture of 3 % boric acid and 25 % glycerin. The collection efficiency by the 
impregnated filter was 96,4士2.15 % in pH control method and 97.4±L06 % in the atmosphere 
for five measurements, respectively. Adsorption and desorption of gaseous ammonia were compared 
using three commercially available filters； glass fiber, quartz fiber and polycarbonate filters. Both 
glass and quartz fiber filters indicated some loss of ammonium salts and adsorption of ammonia, 
respectively. However, polycarbonate filter was found to be satisfactory for the collection of 
ammonium salts in the atmosphere. The minimum measurable concentration of ammonia was 
0.83 ppb (ca. 0.63 pg/m3) by spectrophotometry of the indophenol method for the sample colle说은d 
by 47mm。fIter (20Z/min, 60min). The sensitivity of the present method is about 20 folds 
higher than that of conventional method of bubbler collection followed by spectre項h어:。metry，so 
that this method makes it possible to measure the variation of ammoniacal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for a short time period of about 6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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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의 암모니아 및 암모늄염의 필터포집법에 관한 연구

1. 서 론

확경대기중의 암모니아는 매우 낮은농도(약 

>6ppb) 로 존재한다% 종래의 impinger 를 사용한 

•용액흡수법은 공기의 흡인유량이 l~2Z/min이 

므로 인도페놀법으로 분석하려면 장시간(7 〜8 
시간)의 샘플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포집용액 

이 거 품이 일어, 비산하므로서 포집량에 오차를 

일으킨다. 또한 산성 오염물질인 이산화황 (S°2) 
.과 산화질소 (NOQ들과의 비교검토등의 어려운 

문제 점 이 있 다. 최 근 Okita 들이 개 발한 황산으 

로 처 리한 필터 (황산필터)를 사용하는 암모니 아 

포집방법 2은 짧은 시 간에 다량의 공기 (20〜3이/ 

min)를 흡인하므로써 환경대기중의 저농도 암 

모니아를 측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농도(20 
%)의 황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황산필터를 만들 

때에 실내 공기중의 암모니아에 오염되기 쉽고 

또한 상대습도가 높은 대기를 흡인할 경우에는 

•유량을 일정량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한편, 환경대기중의 가스상 암모니아만을 포 

집하려면 입자상 암모늄염을 포집, 제거할 필요 

가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프리필터 (preflter)는 

가스상 암모니 아가 흡착되 지 않는것 이 이 상적이 

지만 이와같은 프리필터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기중의 입자상 물질의 포집은 

지금까지 널리 이용되어 온 유리섬유 필터 및 

석영섬유 필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 대기중의 2차 생성물질인 황산염 및 

질산염을 포집할때 필터의 pH와 재질에 따라 

그 포집 량에 차가 생기며 '이것은 유리섬유 필 

터와 같은 알카리성 (pH=9)7의 필터 에는 SO2 
및 NQ 와 같은 산성가스가 흡착, 반응하여 황 

산염 및 질산염을 생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3~6. 저자들은 입자상 암모늄염의 포집에 

있어서도 필터의 종류에 따라 포집 량에 차가 생 

기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원인은 필터의 pH 
에 의하여 암모니아 가스 및 암모늄염이 흡착 

또는 탈리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대기중의 미 량 암모니아 가스의 포 

집에 사용되어 온 용액흡수법과 황산필터가 갖 

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산인 붕산 및 

37

옥살산과 글리세린 혼합엑으르 처리한 길더에 

대하여 포집효율등을 조사한 것이다. 또한 입자 

상 암모늄염의 포집에 적절한 프리필터를 선정 

하기 위하여 야외 및 실내실험을 통하여 유리 

섬유필터 (pH=9)7, 석영섬유 필터 (pH=8)7 및 

블활성 인 Polycarbonate 필 터 에 의 암모니 아와 암 

모늄염의 흡착과 탈리현상을 고찰하였、다.

2.실  험

2.1 장치 및 시약

필터 흘더 (filter holder) : Satorius Co., SM- 
16598 (유효 여과직경 43mm).
유량측정 기구: Kusano Co., flow meter FT- 

1/8-4-150 및 FT-3/8-4T50형.

분광 광도계 : Tokyo Photoelectric Co., ANA- 
72 형.

암모니 아 ■ 표준가스 : Permeation Tube 법 ** 

(Gastec Co., Permical Permeator PD-형)과 저 

자들이 개 발한 pH 조절법 9의 2가지 방법 으로 만 

들었다.

암모니 아 표준용액 (0.2风 NH/mZ, 0°C, 760 
mmHg)： 황산암모늄(Wako Chem. Co.,)을 약 

130°C 에서 1시간 정도 말린다음 0.2950g을 

정확하게 달아 증류수에 녹여서 1Z되게 묽히고 

이용액을 0.5 %붕산-2.5 %글리세 린 혼합액으로 

다시 500배로 묽힌다.

3g 붕산-25%글리세린 흔합액: 붕산 3g 과 

글리 세 린 25 g 을 증류수에 녹여 100mZ 되 게 묽 

힌다.

페놀-니트로프루시드나트듐 옹액 : 페놀 5 g과 

니 트로프루시 드나트륨 25 mg 을 물에 녹여 500 
ml 되 게 한다.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용액 : 100/C(C는 유효 

염 소 %)mZ 와 수산화나트륨 15 g 을 물에 녹여 

1Z되게 만든다.

모든 시약은 분석용 시약을 사용하였다.

2.2 포집용 필터

암모니 아 포집용 필터의 조제m： 필터 (Toyo 
GB-100R)를 붕산-글리세린 혼합액으로 처리하 

기전에 다음과 같은 전처리를하여 필터에 함유 

된 암모니아의 바탕시험값을 제거하였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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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金熙江•橋本芳一-李龍艮

섬유 필터 （47mn泌）를 증유수에 담구어 1시간 

방치 한후 증류수로 충분히 씻고 전기건조기 （120 
~130°C）에서 1시간 건조하였다. 이 필터 한장 

에 3 % 붕산-25 % 글리세 린 혼합액 을 ImZ 씩 

적하하여 적신다음 데시케이터속에서 약 火시간 

건조시켰다. 건조한 필터는 1장씩 비닐봉투에 

넣고 사용할 때까지 완전히 밀봉하여 보관하였 

다• （이호］" 붕산 필터로 약기함）.

암도눔염을 포집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가스의 

흡착실험에 사용한 필터는 유리섬유 필터인 Toyo 
GB-100W；이하 GB）, 석 영섬유 필터 인 Pallflex 
Tissue Quartz 2500 QAST （이 하 TQ） 및 Polyca
rbonate Nuclepore （0. 6 （tm pore, 이 하 

NP）의 3 종류이 며 필티 의 직경은 47 mm 이 다.

2.3 실험조작

표준가스 발생장치 로 발생시킨 암모니 아 가스 

의 포집 은 종래 사용되 어 온 다음의 2가지 포집 

법으로 비교하였다.

용액홉수법 ： 0.5 % 붕산용액을 넣은 흡수병 

（inpinger） 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암모니아 

가스를 포집하였다（통기유량 매분 1Z, 포집시 

간 30분）.

필터포집법 : 붕산필터를 장착한 필터흘더 2 
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암모니아 가스를 포집하 

였다（통기유량 매분 207, 통기시간 30분）.

프리필터에 대한 암모니아 가스와 흡착을 조 

사하기 위하여 표준가스 발생장치에서 발생된 

암모니 아 가스를 필 터 흘더 에 장착한 각종필 터 에 

통과시켰다. 각종 필터의 암모니 아의 흡착에 대 

한 산성가스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SO? 및 

NO? 가스를 표준가스 발생장치로 발생시킨 후 

암모니아 가스와 혼합하여 각종 필터에 통과시 

켰다. 또한, 각종 필터 에 20 ppm 의 암모니 아 

표준응액을 적하하고 5분과 16시간후에 각각 

0.5%븡산용액으로 추출하여 각 필터의 pH 에 

따른 회수율의 차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야외실 

험에 있어서는 필터홀더 3대에 각각 NP, TQ 
및 GB 를 장착하여 20〃min 의 유량으로 1시간 

씩 동시에 쌤프링하고 암모늄염을 포집하여 각 

필터에 대한 포집 량을 비교하였다.

통기한 암모니아 농도는 pH 조절법이 0.12

ppm, permeation tube 법 이 0.15ppm, 또한 S02 
匸 0.47 ppm, NO? 는 0.04 ppm 이 었 으며 , 실 온 

（20〜25°C） 및 상대습도 5〜10%에서 통기실 

험을 하였다. 이들실험의 습도조건은 실제 대기 

의 상대습도보다 매우 낮으나 60~70 %의 높은 

상대습도하에서 는 실험 용기의 내벽에 실험가스. 

가 흡착하는 등의 이유로 실험값의 오차가 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낮은 상대습도하에서의 실험 

값만을 정리하였다. 匸

암모니 아 가스를 포집 한 붕산필터 는 0.2 %붕 

산용액으로 추출하고 암모늄염을 포집한 GB, 
TQ 및 NP 필터 는 0.5 %붕산용액으로 추출하여 

시료용액1。으로 만든다음 시료용액중의 암모니 

아 및 암모늄염은 인도페놀법 11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포집시약의 인도페놀 반응에 미치는 영향:

Fig・ 1 은 글리세린 농도가 암모니아 정색반응. 

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암모니아 농 

도를 l.O^g/mZ, 붕산농도를 0.5%로 조제한후, 

근괴세린 농도를 0 〜 5%까지 변화시킨 각 용 

액에 인도페놀시 약을 가하여 발색시 킨후 흡광도. 

를 측정 한 결과 글리 세 린 농도가 5 %까지 는 거 

의 흡광도의 변화가 없었다.

시료용액중의 암모니아 농도를 1.（以g/mZ, 글

0 1-0 2.0 3.0 4.0 5.0

C°nc. of Glycerin, %

Fig. 1. Effect of cone, of glycerin on absorbance - 

1.0 jUg/mZ NH3, 0.5% bo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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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세 린능도를 2.5%로 조제 한후 붕산농도를 0 〜 
0.6%까지 변화시키고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 

Fig. 2 에 서와 같이 붕산농도가 0.4〜0.6 %사이 

에서 최고의 발색강도를 나타내었으며 또한 일 

정한 홉광도를 유지하였다.

•FYg. 3 에 옥살산농도가 암모니 아의 정 색 반응 

에 미처는 영향을 나타내었匸卜. 시료용액중의 암

시__  ， - . 1 * 1 a 1
0 0-2 0.4 0.6

Cone, of Boric acid, %

Fig. 2. Effect of boric acid on absorbance. 1.0 “g/mZ 

NH3, 2.5% glycerin.

모니 아 농도를 1.（也g/mZ, 글리 세 린 농도들 5.0 
%로 고정시키고옥살산농도를 각각 0 〜1.2% 
까지 변화시킨 결 과 흡광도는 옥살산농도가 0.2 
%일 때 최고값을 나타내었으며 옥살산농도의 

증가에 따라 흡광도는 급격 히 감소하였다.

3.2 포집효율

Fig. 4와 같이 꾸민 실험장치를 사용하여 통 

기실험을 하고 포집효율（C.E. %）을 측정하여 

다음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C. E. % =（叶”2）/«1 X100
여기서 ”1/2 는 각각 첫번째와 두번째의 필터 

홀더 에 장착한 필터 에 포집된 암모니 아의 양이다-

용액흡수법과 필터포집법에 의한 포집효율을 

각각 T泌Zel 에 나타내 었다. Permeation tube 
법과 pH 조절법으로 발생시킨 암모니아가스의 

포집 효율은 용액흡수법 에 서 99.3士11.9%와 99.3 
±0.74% 였고, 필터포집법 에 서는 각각 92.4 
士2.45%와 96.4士2.15%를 나타내었다. 용액흡 

수법 이 필터 포집 법 보다 약간 높은 포집 효율을 나 

타낸 것은 고농도 （0.15 ppm） 의 암모니아가스를 

환경대기중에서의 포집시간（6시간 이상） 보다 

훨씬 짧은 30분간에 포집하였기 때문에 포집용액 

의 비산등의 실험오차가 없었던 까닭으로 생각

Fig. 3. Effect of cone, of oxalic acid on absorbance.

1. 0 jUg/mZ NH3> 5. 0% glycerin.

Table 1. Collection efficiency of NH3 gas with bubbler 

and filter method.

Permeation 
tube 
C. E. %

pH control 

C. E. %

Atmosphere

C. E. %

Bubbler 100 100

metod 97.5 99.2

100 98.2

99.5 99.2

一 100

Average 99.3±1.19 99.3± 0-74

Filter 90.6 96.2 97.6

methcxl 92.4 99.1 97-1

95.8 96.9 95-8

90.6 96.6 98.2

一 93-1 98.5

Average 92-4±2.45 96.4±2.15 97-4±1.06

C.E. % = (mi-«2)/wi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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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다. 또한 필 터 포집 법 에 서 pH 조절 법 이 Per
meation tuble 법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낸 것은 통 

기류(通氣流)중의 상대습도가 각각 20〜23%와 

5〜10%인것으로 미 루어 보아 상대습도의 영 향 

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 

대습도는 대기보다 매우 낮은 값이며 상대습도 

50〜55%인 대기에서는 97.4士1.06%의 높은 포 

집효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붕산필터에 의한 

암모니。I가스의 포집법 은 환경 대기 중의 암모니 

아 가스의 포집에 응용될수 있음을 알았다. 한 

년 실내의 통기실험에 있어서 3 % 윽살산-25% 
글리세린 혼합액으로 처리한 필터에 의한 포집 

효율은 93±2.02%로서 붕산필터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3.3 프리필터에 의한 암모니아 가스의 흡착 

대기중의 암모늄염의 포집에 있어서 각종 필 

터의 pH 및 재질에 대한 차이를 알기위하여 프 

리 필터 에 3종류의 필터를 각각 장착하여 • 야외 

에서 동시에 포집한 암모늄 농도의 평균치를 

7泌"2 에 나타내 었다. 암모늄염 포집 시의 유량 

은 20〃min 이 었다. NP 에 의 한 포집량은 평 균 

2.20 ,«g/m3, TQ 에 서 는 0.66 (ig/ra3 또한 GB 에 

서는 0.19〃g/m3로서, NP〉TQ〉GB 의 순으로 

NP 에서의 포집 량이 제일 많았으며 필터의 종류 

에 따라서 포집 량에 상당한 차이 가 있음을 알수 

있다. 이와같은 야외에서의 암모늄염 포집량의 

차이는 필터의 pH 및 재질에 기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 필터 에 암모니 아 표준용액 (NH」+ 10,%)을

collected with various filters* (/zg/m3).

Table 2. Atmospheric ammonium ion cor.centrations

Run No. NP TQ GB

1 6.08 1.70 0.29

2 1.94 0.70 0.30

3 1.31 0.35 0.17

4 0.98 0.35 0.17

5 0.69 0.19 0.04

Average 2.20 0.66 0.19

*47mm in diameter.

Table 3- Recovery of ammonium ion from various filters.

Filters —
Recovery (%)

After 5 min After 16 hrs

GB 62.7 5-3

TQ 100.0 28-7

NP 100.0 96.2

Added lOpg NH44, to each filters (47 mm©).

Table 4. Adsorption of ammonia gas on various filters

伝 g/47mmf).

Filters Materials
Amount of 
adsorption

TQ Quartz 0-7±0.07

GB Glass r 0.1±0.03

NP Polycarbonate 0.2±0. 01

n = 3t Flow rate： 20Z/min, NH3： 0-15 pprn.

적하하고 5 분과 16시 간후에 5%의 

10mZ 로 암모니아를 추출하여 그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를 T泌"3 에 

나타내었다. 암모니아 표준용액을 

적 하한 5 분후의 회 수율은 GB 에 
서는 5.3%였으나 TQ에서 28.7% " 
이고, NP 에서 는 96.2%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GB(pH 
=9)와 TQ(pH=8)는 각각 알칼리

Fig. 4. Experimental apparatus. A： Active carbon； S： Silica gel；

T： Temperature； H： Hygrometer； M. B.: Mixing bottle； F,Fi,F2： 

Filter； Ii,I2： Impinger； R： Rotameter； V. G. ： Vaccum gauge.

성 .필터 이 기 때 문에 암모늄이 온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Table

4 는 Fig. 4 의 장치 를 이 응하여 각

0
P'jrr.p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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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에 암모니아 가스만을 통기하였을때의 암모

니아의 흡착량을 나다낸 것이다. 통기한 암모니 

아가스는 permeation tube 법 에 의 하여 발 생 시 켰 

으며 암모니 아 가스의 농도는 0.15 ppm, 상대 습 

도는 5 〜10%였다. 암모니 아의 흡착량은 TQ 에 

서 는 NP 및 GB 에 서 보다 약 4 배 내 지 6 배 많 

았다. 이것은 GB 가 알칼리성이며 또한 NP 는 

비활성의 재질로된 필터이므로 이들 필터에는 

암모니 아가 흡착되 기 어 려 우나, TQ 는 약 알칼 

리성이기 때문에 암모니 아 가스의 홉착량이 많 

아진 것으로 생각된匸卜.

암모니아 가스의 필터에의 흡착에 미치는 s°2 
와 NO? 의 영 향을 각각 T况>" 5 에 나타내 었 다• 

SO2 가 공존할 때 - 암모니 아 가스의 홉착량은 TQ 
및 GB에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NP서는 큰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암모니아 가스의 흡착 

량은 암모니 아 가스만을 통기하였을 때보다 GB 
에서 약 10배, TQ에서는 약 2배로 증가하였 

으나 NP 에서는 약간의 증가에 그쳤다•

SO? 는 GB 및 TQ 중의 알카리 성분을 중화 

하는데 크게 작용하였으며 TQ 는 GB 보다 알칼 

리 성분이 약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흡착량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 었다. 반면，NP 에서는 

S6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한편, NOz 가 공존할때 암모니아가스의 홉착 

량은 TQ 에서 는 GB 나 NP 보다 약 3 배 많으 
5•'암모니아 가스만을 통기 하였을 때보다는 약 

1/2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NP 및 GB에서는 

\。2에 의 한 영 향을 거 의 받지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와같이 TQ 에 서 암모니 아 가스의 흡착 

량이 감소한 것은 Appe* 들이 NO? 의 딀터에

Table 5- Effects of S02 and NO2 on adsorption of 

NH3 to various filters (,ug/47mm^). 

Filters

Amount of adsorption

Effect of SO2 Effect of NO2

TQ 1.5+0.14 0.3+0.05

GB 1.2±0.07 0-l±0.02

NP 0-3±0. 03 0.1±0.03

m=3, NH3： 0- 15ppm, of SO2 - 0.47 ppm, NCM 

0- 04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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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흡착실험에 서 암모니 아 가스가 공존하면 N°2 
의 흡착량이 감소되는 실험결과와.같은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Falk】2들은 실온에서 NO2 
와 암모니아의 반응에 의하여 질스와 진산암모 

늄을 생성한다고 보고하였다〔식 (】)〕•

2NO2+2NH3 —> N2+NH4NO3-H2O (1) 
즉, 암모니아가 산화되어 암모늄염을 생성하므 

로서 암모니아 가스의 흡착량이 갇스되는 것으 

루 생각되었다. 그러나 NP 및 GB 에서 NO? 의 

영향이 관찰되지 않은 원인은 명백하지 않다.

4. 야외실험에의 응용

지금까지의 실내 및 야외실험을 통하여 암모 

니아 가스의 포집에는 붕산 필터가, 암모舌염의 

포집에는 비활성인 NP가 적당한 것으르 생각된 

다. 따라서 2단의 필터홀더를 사응하여 1 단에 

암모늄염 포집 용으로 NP 를, 그티 고 2단에 는 

암모니아 가스 포깁용으로 붕산픹m 들 각각 장 

착하고 20〃min의 유량으로 대기튿 픕인하였다 

. 필터 홀더의 조립 을 Fig. 5에, 측정 예 를 Fig. 6 
에 각각 나타내였다.

Fig. 5의 필터 홀더 를 이 용하여 20〃min 의 유 

량으로 1시 간동안 대기를 흡인하여 환경 대기 중 

의 암모니아 가스 및 암모늄염을 프집하고 필터 

를 20mZ 의 붕산추출용액 으로 추츨한후, 그중 

10mZ 을 분취 하여 인도페 놀법 으르 분석 한 결 과, 

검 출한계 는 0.38“g/mZ 이 며 다라 서 정 량하한 

농도는 0.83ppb(약 0・63"g/n?) 가 듼다• 이값 

은 종래의 용액 포집법에 비하여 정 량한계 값이 

배나 낮으며 따라서 환경대기중의 암므니아의 

단시간내 측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Fig. 6 은 1980년 11월 4 일과 5일의 2일간 

에 걸쳐 일본의 요꼬하마시의 고의에서 2시간 

단위로 측정한 암모니 아 가스 및 암모늄염의 농 

도를 나타낸 것이다. 암모늄염의 평균농도는 

2.5 “g/m% 암모니 아 가스는 7.1 妃m3 를 나타 

냈으며 상대습도는 52%였다. 측정지점은 공업 

지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비오염지대에서와 

같은 일정한 경시변화(經時變化)는 나타내지 않 

았으며 암모늄염과 상대습도와의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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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 11 13 15 17 19 21 23 i 3 5 7 9
11/4 11/5

Time, hr

Kg. 6. Concentrations of NH3 and NH4+ in the 

atmosphere.

5.결 론

환경대기중의 암모니아를 단시간내에 필터에 

포집하는 방법과 암모니아의 포집에 있어서 암 

모늄염 제거용의 적절한 프리필터를 선정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암모니 아 포집용필티는 3 
%붕산 및 25% 글리세린으로 처리하였을 때 평 

균 %•4士2.2%의 높은 포집효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들 시약들의 농도는 암모니아의 정색반 
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암모늄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리섬유 필터, 

석 영섬유 필터 및 Polycarbonate 필터 에 암모니 

아 가스를 통기 시 켜 암모니 아의 흡착과 탈리현 

상을 야외 및 실내실험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중성에 가까운 석영섬유 필터에는 암모니아가 

흡착되며 알칼리성의 유리섬유 필터로부터는 암 

모니 아가 탈리할 가능성 이 관찰되 었으나, 비 활 

성 인 Polycarbonate 필 터 에서 는 이 와같은 흡착과. 

탈리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실험결과에 따라 2단 필터홀더의 1 
단에 암모늄염 포집 용으로 Polycarbonate 필 터 를• 

장착하고 2단에 는 암모니 아 가스 포집 용으로 

3 %붕산-25%글리세린으로 처리한 필터를 장착 

하여 20〃min의 유량으로 60분 동안 흡인하고 

인도페놀법 에의한 흡광광도법 으로 대기 중의 암 

모니아 가스를 측정한 결과 종래의 용액포집법 

에 비하여 20배나 낮은 정 량한계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환경대기중의 암모니아농도의 변화량을 

단시간내 측정할 수 있었다. 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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