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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Nr-oxalylbis(2-pyridyl-3f-sulphobenzoylhydrazone)(OPSH)-i- 발광시약으로 사용하여 형광광도 

법으로 Fe(III)을 정량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pH3인 수용액에서 290 nm를 들뜸 파장으로 하여 367nm에서 

Fe(III) 착물의 형광세기를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Fe(III)의 농도가 20師~10ng/m/인 범위에서 정량이 가 

능하였으며 이 방법을 합성시료 및 수도물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ABSTRACT. A fluorimetric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Fe(III) using N,N,-oxalylbis(2-pyridyl- 
3z-sulphobenzoyl hydrazone)(OPSH) as a emission reagent has been developed. Determination has been 
performed by measuring the fluorescence intensity of Fe(III) complex at 367 nm in aqueous solution 
(pH 3) with 290 nm excitation. There wa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Fe(III) concentration and fluores
cence intensity over the range 2000^10 ng/m/. The method has been applied to the determination of 
Fe(III) in synthetic mixtures and tap water

서 론

철은 인체의 신진대사에서 필수적인 성분이다. 

지금까지 철은 주로 분광학적인 방법이나 전압전류 

법(Voltammetry)으로 정량하였다卜义 Oxalic acid 
hydrazide로부터 유도된 Schiff base는 분석화학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어져 왔다. N,N'・oxalylbis(sali- 
cylaldehydehydraz이ie)(OBSH)과 이와 유사한 시약 

들이 Narangf 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이들은 Cu(II), 
Ni(II), Co(II), Al(III), V(III), Cr(III), Mn(II) 그리고 

Fe(III)와 금속이온 착물을 만들어 그 성질을 연구 

하였지만 이 화합물들을 분석분야에 이용하지는 않 

았다. 최근 Marques Gonzalez 등이 OBSH를 분광 

및 형광광도법에 의한 알루미늄 정량에 이용하였고 

Sanchez Rojas 등'。이 l,5-bis(di・2・pyridylmethy- 
lene)thiocarbonohydrazide< 분광광도법에 의한 아 

연과 구리의 정량에 이용하였다. 또 김 등“이 

OBSH를 사용하여 분광광도법으로 구리를 정량하는 

등 diacylhydrazone류를 분석화학적으로 응용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져 왔다. 그러나 대개 acylhydrazone 
계통의 리간드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작아서 

이 의 분석화학적 응용은 매우 드문 실 정 이다4‘1。,12~15. 

또한 acylhydrazone 이외의 여러가지 hydrazone류 

의 리간드가 금속이온에 대해 감도가 좋고 또 선 

택적인 킬레이트 시약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리간드 

와 그 착물들이 대개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금속 

이온의 정량은 주로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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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OPSH.

왔다 16".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F谊.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한 작용기들을 가지 

면서 수용성인 acylhydrazone 계통의 리간드인 N, 
N'-oxalylbis(2-pyridyl-3'-sulphobenzoylhydrazone) 

(OPSH)를 발광시약으로 사용하여 형광광도법으로 

Fe(III)을 정량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형광광도법은 그 가장 큰 매력 중의 하나인 특 

유의 고감도 때문에 많은 유기 및 무기화합물의 

정량분석에 활용될 수 있으나 형광을 내는 화학종이 

제한되어 있어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법보다 널리 

쓰이지 못해왔었다. 대부분의 유기킬레이트 시약은 

형광 양자수율이 매우 낮으나 이들이 금속과 착물을 

만들게 되면 화합물이 단단하게 되어 내부전이 속 

도가 감소하므로 양자수율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유기 킬레이트 시 

약을 이용하여 금속을 형광도법으로 정량할 수 있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서는 특급시약들을 사 

용하였다. 발광시약인 OPSH는 Bradsher 등购이 행 

한 방법에 근거하여 합성하였다. 0.0LM■의 2-benzo- 
ylpyridine을 20% 발연 황산 20 m2에 녹인 용액을 

얼음중탕에서 냉각시킨 다음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방치시켰다. 이 용액을 차가운 에테르에 부어 넣어 

백색침전을 얻었으며 생성된 침전을 거르고 에테르 

로 깨끗이 씻어내어 에탄올 수용액에서 재결정시켰 

다. 술폰화된(3'-sulphobenzoyl) pyridine 0.02몰과 

oxalic acid dihydrazide 0.01 몰을 300 m/의 50% 
에탄올에 넣고 3시간 동안 환류시킨 후 침전을 걸 

러서 뜨거운 에탄올과 에테르로 씻은 후 진공건조 

시켰다. 생성된 OPSH의 녹는점은 306°C였으며 IR 

스펙트럼으로부터 1590 cm*1 부근의 azomethine기 

의 신축진동에 해당하는 흡수봉우리를 확인하였으며 

원소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C(%) H(%) N(%) S(%)

실험치 50.66 3.44 14.52 10.13
이론치 51.36 3.31 13.81 10.54

용매는 탈염수(deionized water)를 사용했으며 

저장용액은 OPSH 일정량을 약 0.01 M NaOH 수 

용액에 녹여 암소에 보관해 두고 사용하였다. 완충 

용액(pH 3.0)은 0.1 Af potassium hydrogen phtha- 
late에 0.1 Af HC1 로 pH를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pH 
측정은 DMS Model DP-135 pH meter, 자외선/가 

시 광선 흡수스펙트럼은 Gilford Response™ Spect

rophotometer, 형광스펙트럼은 Kontron SFM-25 
Spectrofluorometer를 사용하여 얻었다. 적외선 스 

펙트럼은 Hitachi Model 270-30 Infrared Spectro- 
photometer를 이용하여 얻었으며, 원소분석의 경우 

Perkin-Elmer Model 240C CHN Analyzer로 C, H, 
N의 함량과 Schoniger 연소법을 이용하여 S의 함 

량을 측정하였다. 유도 결합플라즈마 분광법에는 

Thermo Jarrell Ash Model Atom Scan 25를 사용 

하였다.

실험방법. 25 m/ 용량 플라스크에 Fe(III) 이 L0 

~8.0gg 함유된 표준용액 일정량을 넣은 후 pH 3.0 
인 완충용액을 5.0 m/ 가하고 L0X10TM OPSH 
용액 2.0 m/ 가한 다음 잘 섞은 후 눈금까지 탈염 

수를 채워 표준용액을 만든다. 290 nm를 들뜸파장 

으로 하여 367nm에서 형광의 세기를 측정한다. 

모든 측정은 상온에서 L0 cm 석영용기를 사용하여 

했으며 시료용액속의 산소는 제거하지 않았다. Fe 

(III)의 정량은 같은 조건하에서 만들어진 검정곡선 

으로부터 얻었으며 시료의 이온 세기가 큰 경우는 

표준물 첨가법으로 정량하였다. 합성 시료용액은 

오염된 물속에 흔히 존재할 수 있는 몇 가지 금속 

들을 방해이온으로 선정하여 이들을 일정량 첨가하 

여 만들었다. 수도물은 실험실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받아 저장해 두고 시료로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형광스펙트럼. 여러가지 pH에서 OPSH의 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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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 Fluorescence excitation spectra of OPSH. 
(a) pH 3; (b) pH 5; (c) pH 8; (d) pH 10. A.m-410 nm; 
OPSH, 1.2X 10-5Af. (II) Fluorescence emission spec
tra of OPSH. (a) pH 3; (b) pH 5; (c) pH 8; (d) pH 10. 
AeX=290nm; OPSH, 1.2X1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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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 Fluorescence excitation spectra of (a) 
OPSH-Fe(III) complex, (b) OPSH at pH 3.入冲=410 
nm. (II) Fluorescence emission spectra of (a) OPSH- 
Fe(III) complex, (b) OPSH at pH 3. Xe*=290nm; 
OPSH, 2.0X10~5M; Fe(III), 1.0X10'5M.

스펙트럼을 F讶.2에 나타내었다. 염기성에서는 양 

성자의 해리로 인해 장파장(410~420nm)에서 강한 

방출띠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OPSH와 Fe(III) 
사이에 착물이 형성되면 형광방출띠의 세기가 증가 

하는데 염기성(pH=10)일 때 이 장파장에서의 형 

광방출띠 세기가 가장 크게 증가한다. 이는 염기성 

에서 OPSH와 Fe(III) 사이에 매우 안정한 착물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염기성에서는 

OPSH가 Fe(III) 이외의 다른 많은 전이금속과도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혼합물 속의 Fe(III) 
을 높은 pH에서 선택적으로 정량할 수 없게 된다. 

산성에서는 형광방출띠의 세기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산성이 강해 질수록 410 nm에서의 방출띠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367 nm에서의 방출띠가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pH3에서의 OPSH와 OPSH-Fe 

(III) 착물의 형광스펙트럼을 F讶・3에 나타내었다. 

410 nm에서의 방출띠는 약한 반면 367nm에서 최대 

방출띠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공존 금속이온의 

방해를 줄이기 위해 pH 3에서 Fe(III)을 정량하였 

다.

OPSH 농도의 영향. OPSH 농도가 착물의 형 

광세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Fe(III) 농도를 

고정시키고 OPSH의 농도를 감소시켰을 때 형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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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fluence of OPSH concentration at pH 3. Fe 
(III), 8.0X10-6M; Xex=290nm.

세기는 증가하였다. OPSH가 Fe(III)보다 40% 정도 

과량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가장 좋은 결과를 주었다. 

OPSH-Fe(III) 착물의 형광방출의 세기에 대한 

OPSH 농도의 영향을 尸议.4에 나타내었다.

Fe(III)-OPSH 착물의 화학양론. 몰비법 a과 연 

속변화법20을 이용하여 Fe(III)-OPSH 착물의 화학 

양론적 결합비를 조사하였는데, 두 방법 모두 Fe 

(III)-OPSH 착물의 결합비가 1：1임을 나타내었다.

방해이온의 영향. Fe(III)의 정량에 대한 외부 

이온종들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0.2 ppm의 Fe 
(III)을 함유하는 용액에 농도를 알고 있는 외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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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들을 가하여 앞서 설명한 실험방법에 따라 각 착물 

용액의 형광세기를 측정하였다. 최대 형광세기에서 

오차 5%를 허용한계로 설정해 두고 외부 이온종들의 

농도를 감소시켜 가면서 각 이온들의 허용한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i(III) 

이 가장 심하게 방해하였으며 Cu(II), Bi(III) 등도 

심하게 방해하였다.

시료의 분석. Fe(III)을 정량하기 위하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조건하에서 얻은 검정곡선을 

5에 나타냈다. 이 검정곡선은 상관계수가 0.9991 인 

만족할 만한 직선성을 보여주었다. Fe(III) 농도가

(III). Fe(III) concentration, 0.2 ppm
Table 1. Tolerance limits for the determination of Fe

Foreign ions Tolerance, ppm

SQ" 2000
Ca(II) 1300
Mg(II), r 500
Ba(II) 400
Hg(II), Citrate 300
NO3- 250
Tartrate 220
Sr(II), Pb(II) 170
Zn(II), W, Bl, SCN- 130
Mn(II) 110
Cd(II), La(III) 80
Y(III) 70
Co(II) 40
F 30
Cr(III), Al(III) 20
Li(I) 7
s2o32- 3
Ce(III), V(V) 1.5
NO2 , Ni(II), Sn(II) 0.5
Cu(II), Bi(III) 0.2
Ti(III) <0.2

2000-10ng/m/ 범위에서 이러한 직선성을 보여주 

었으며 높은 농도에서는 이 직선성으로부터 음의 

편차가 나타났다.

이 방법을 합성시료 및 수도물의 분석에 적용시켜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Ni(II)을 비롯하여 

방해이온이 많아지면 오차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수도물 중의 Fe(III)을 

이 방법으로 정량하였다. 국내의 경우 지하수인 생 

수속에는 Fe(III)의 정량에 방해를 많이 일으키는 Cu 
(II), Ni(II)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고21가 

있고 또한 공존 이온들의 양이 대부분 Table 1에 

나타낸 허용한계 이내로 존재하며, 지표수라 할 수 

있는 수도물 원수는 생수보다 물의 경도가 낮기 

때문에 가리움제를 첨가하지 않아도 정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수도물 중 Fe(III) 이 다른 문 

헌에 보고된 생수M에서 보다 많이 검출된 것은 낡은 

수도관의 부식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비교자료로서 유도결합플라즈마(ICP)분광법을 이 

용하여 같은 수도물속의 Fe(III)을 정량한 결과를 

Table 2에 포함시켰다. 이 결과는 형광광도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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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libration graph at pH 3; OPSH, 8.0X10"6 
M.

Table 2. Determination of Fe(III) in synthetic mixtures and tap water in laboratory

Taken, ppm Found。，ppm
Sample ----------------------------------------------------------------------------------------  Relative error, %

Fe Co Cr Cd Pb Hg Mg Ni Fe

Synthetic mixture 1 0.22 1.18 0.53 1.12 2.07 3.21 2.43 0.04 0.206 —636
Synthetic mixture 2 0.22 0.47 0.32 0.68 1.25 1.60 2.43 - 0.214 一 2.73
Tap water 0.171± 0.0217*

0.148± 0.00208。

■Average of three determinations. ^Determined by fluorimetric method.「Determined by 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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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값보다 15% 정도 적게 나왔다. 시료속에 존 

재하는 각종 이온들의 방해효과 때문에 이러한 편 

차가 생기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돗물속에 많이 존 

재하는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금속 그리고 할로 

겐원소의 음이온 등은 대개 양의 편차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측정오 

차를 감안하면 이 두 결과는 비슷한 값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방법은 분광광도법”보다 오차는 비 

교적 크게 나타나지만 농도 대 신호간 비례범위(li・ 

near response range)가 크고 감도가 훨씬 좋다. 또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법이나 원자흡수분광법에 비 

해 경비가 적게 들고 공존이온의 방해가 적어 가 

리움제를 첨가하는 등 시료의 사전처리가 대개 불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절감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체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Fe(III)를 정량하기 위하여 수용성 발광시약으로 

acylhydrazone 계통의 OPSH를 사용한 형광광도법 

을 개발하였다. 감도, 선택성, 농도 대 신호간 비례 

범위 등을 감안한 결과 pH 3.0, 들뜸파장 290 nm가 

가장 알맞은 조건이란 것을 알았고 이 조건하에서 

형광광도법으로 Fe(III)을 정량하였다. Fe(III)의 농 

도가 2000~10ng/m/인 범위에서 정량이 가능함을 

알았으며 합성시료 및 수도물의 분석에 적용시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1991년도 교육부 기초과학육성연구비 

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밝히고 이에 감사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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