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1994, Vol. 38, No. 12
Printed in the RepuUic of Korea

Dithiocarbamate 금속착물의 분배 및 추출평형 제 1보) 

흔적량 무기수은(II)의 용매추출

崔好星・崔紅文-崔熙善十•金柴相*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 

十수원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 

(1994. 9. 8 접수)

Studies on Partition and Extraction Equilibria of 
Metal-Dithiocarbamate Complexes (I).

Solvent Extraction of Inorganic Trace Mercury(II)

Ho-Seong Choi, Jong-Moon Choi, Hee-Seon Choi*, and Young-Sang Kim*
Department of Chemistry, Korea University, Ckoongnam 339~700t Korea 

^Department of Chemistry, The University of Suwon, Kyunggi 445-743, Korea 
(Received September 8, 1994)

요 약. 킬레이트제로 zinc diethyldithiocarbam가e [ZnCDDCW를 사용하여 해수중 흔적량 무기수은(II)의 

용매추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Zn(DDC)2는 추출과정동안 산성 수용액에서 DDC-의 안정도를 유지하여 준다. 

본 실험실에서 NaDDC와 ZnSQ로부터 Zn(DDC)2를 합성하였다. 혼적량 수은을 pH3.0의 해수 100m2로부터 

0.05M Zn(DDC)2의 클로포름용액 10N에 5분간 흔들어 추출하였다. 그리고 클로로포름 유기상으로부터 Hg 
(DDC)2를 각 3%(v/v)인 질산과 염산의 1：1 혼합산 용액 10 m2에 25분간 흔들어 역추출하였다. 역추출된 

수은을 냉증기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으로 정량하였다. 본 추출과정을 해수중 수은의 정량에 웅용하였고 일 

정량의 수은을 첨가한 해수시료에서 90.0%와 93.3%의 회수율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e solvent extraction of an inorganic trace mercury in 앙ea water samples was studied 
using zinc diethyldithiocabamate Zn(DDC)2 as chelating agent. The Zn(DDC)2 which maintained the stabi
lity of DDC- in the acidic aqueous solution in the course of extraction was synthesized from NaDDC 
and ZnSO4 in this laboratory. The trace of mercury(II) was extracted at pH 3.0 from 100 m/ of sea water 
into 10 m/ of chloroform containing 0.05 Af Zn(DDC)2 by shaking for 5 minutes. And from the organic 
phase, the Hg(DDC)2 was back-extracted into 10 m/ of 1 to 1 mixed acid of each 3% (v/v) nitric acid 
and hydrochloric acid by shaking for 25 minutes. The mercury back-extracted was determined by a 
cold vapor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The trace mercury(II) was so successfully extracted 
that this procedure could be applied to its determination in the sea water. That is, the recoveries of 
mercury in two kinds of samples into which as given amount of Hg(II) was spiked were 90.0% and 
93.3%, repectively.

서 론

二NCS2인 dithiocarbamate기를 갖는 킬레이트제 

는 여러가지 유도체가 있어서 중금속을 비롯한 많은 

금속이온과 킬레이트를 형성하여 금속이온 확인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적당한 유기용매에 효과적으로 

추출되므로 이들의 분리 및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ithiocarbamate 유도 

체중 한 가지인 diethyldithiocarbamate의 아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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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CDDCT을 사용하여 해수중 흔적량 수은(II)을 

용매추출하여 분리 농축하는 방법에 관하여 검토하 

고자 한다.

수은은 전체 지구 질량의 0.7%를 차지하는 지구 

지각의 구성 원소중 65번째를 차지하며 0.2 ppm이 

함유되어 있는 극미량 원소이다% 지표수에는 보통 

0.1 ppb 이하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지만 수은의 인 

위적인 오염이 있는 곳은 이보다 더 많은 함량을 

나타낸다.

해수중 수은의 농도는 장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를 분석한 자료는 많지 않다. 해수중 수은 

농도는 온도 염농도 및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기 보다는 현탁물질이 많을수록 수은 농도가 높 

아진다고 한다. 이는 콜로이드성 현탁물질의 표면 

전하에 의한 정전기적 인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심해의 해수중에는 0.15〜0.27ppb의 수은이 함유되 

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해수중에는 0.03〜0.15 ppb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양중 해수의 

충량이 1.3X1018톤이라고 알려져 있음을 고려할 때 

대양중에는 총 1俨톤의 수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양의 수은이 인간활동에 

의한 오염으로부터만 오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지 

반에서의 용출 및 대륙 하천수로부터의 유입에 기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은은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대기중에도 극미량이지만 함유되어 있 

으며, 그 농도는 1 nN 당 수 ng 정도이다.

또 사람의 머리칼이나 뇨 및 혈액중에서 수은을 

분석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는데A', 사람의 

몸속에 축적되는 수은에 대한 관심은 일본에서 해 

수오염으로부터 2번이나 발생하였 었던 유기 수은의 

중독사건으로부터 일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해수로부 

터 정확히 수은의 농도를 분석하는 기술의 필요성이 

야기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은의 분석 방법에는 dithi- 
zone에 의한 비색정량법% 원자흡수 분광광도법3心, 

원자형 광 분광법8, 원자방출 분광법9心, 중성 자 방사화 

분석법",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등이 있으며, 대부 

분의 경우 예비 농축(preconoentration)을 병행하여 

수은을 정량해야만 한다.

Boniforti와 Queirazza13는 수은을 포함한 8가지 

원소를 해수로부터 분석하는 방법을 비교 검토하였 

다. 그들은 그 때까지 논문에 보고된 해수중 극미량 

원소를 선택적으로 농축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iminodiacetic, dithiocarbamate 
등의 chelating group을 포함하는 chelating resin에 

서의 머무름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8-qui- 

nolinol, APDC(ammonium pyrrolidine dithiocarba
mate or tetramethylenedithiocarbamate ammo
nium salt), NH4-DDTC(diethyldithiocarbamate 

ammonium salt), Na-DDTC(diethyldithiocarbamate 
sodium salt), dithizone에 금속을 착화시킨 다음 

MIBK, Freon-113, chloroform, carbon tetrachlo
ride 등의 유기용매로 추출하는 용매추출법, 세번째 

는 Fe(II), FeCIII), Al, In, Mg, La, Bi 등의 무기 

수산화물과 thionalide, APDC, Na-DDTC 등의 유 

기시약을 이용한 공침법 둥이다.

그러나 다른 원소와는 다르게 수은을 해수로부터 

농축하는 방법 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원인은 

해수에 존재하는 수은의 농도가 극히 낮고 진한 금 

속염의 matrix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은을 농축 분리하기 위한 용매추출 방법에는 di
thizone16, APDC17 및 anionic mercury iodide18# 
이용한 이온결합법 등이 있다. Vickers와 Merrick16 

은 dithizone을 가지고 chloroform과 MIBK 용매로 

추출하였고, Chau와 Saitoh^는 pHl에서 dithizone 
을 사용하여 클로로포름용액으로 수은을 추출하였 

다. Tandon과 Gupta：** mercury(II) chloride를 여 

러가지 유기용매로 추출하였으며, Emteborg와 그의 

동료들4은 DDC를 이용하여 톨루엔으로 추출하였^, 

Morris와 Whitlock®은 mercury(II) iodide를 사염 

화탄소로 추출한 바 있다.

한편, 수은은 염산 산성 용액에서 HgCL로 존재 

하여 안정한 반면에 약한 산성이 되면 HgClOH의 

형태로 되어 수중에 공존하는 미립자나 기벽에 흡 

착한다는 사실21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산성 조건에서 

추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 

킬레이트제인 NaDDC(sodium diethyl dithiocarba- 
mate)와 그의 유도체 인 APDC를 사용하여 보았는데, 

센 산성에서는 이 두 가지 킬레이트제의 분해속도가 

빨라서 모두 만족스럽 지 못하였다. 그러나 Zn(DDC)2 
는 산성 용액에서 매우 안정하고 또 이보다 Hg 
(DDCB가 더 안정하여 수은과 아연의 치환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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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므로 그 응용성을 고찰해 보았다. 실제로 Wytte- 
nbach와 Bajo22는 황산, 염산 및 과염소산 용액으로 

부터 14가지 금속을 Zn(DDC》로 추출한 바 있으며, 

이들은 염산 용액에서 수은은 Hg(DDC)Cl과 Hg 
(DDC)2의 형태로 동시에 추출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실제 시료로부터 Zn(DDC)2를 이용하여 카드뮴을 

추출한 다음 중성자 방사화분석법23으로 정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Zn-DDC를 클로로포름에 녹여 인 

공해수에 존재하는 수은을 아연과 치환시켜 추출한 

다음 다시 역추출하여 냉중기-AAS로 검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최적화시켰다.

실 험

시 약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특급시약을 사용하였으며, 증류수는 1차 

중류한 후 Milli-Q water system(Millipore Co.)으로 

정제한 탈염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사용된 모든 산은 

독일 Merck사의 제품을 이용하였다.

유리 기구는 독일 Duran사의 Pyrex제품을 사용 

하였으며, 사용하기 전에 10%(v/v) 혼합산용액(질산 

: 염산=1：1)에 담구어서 물과 탈염수로 3번 이상 

씻고 건조시켰다.

Hg(n)표준용액. 일본 Junsei사의 HgCl2(99.5%) 
을 사용하여 1,000 mg// 용액으로 제조한 다음 병에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1% 질산 용액으로 회석하여 

사용하였다.

3%(w/v) NaBH, 용액. 벨기에 Janssen사의 시약 

(98%)을 1% NaOH 용액에 녹여서 만든 후 즉시 

사용하였다.

Zn(DDC)2 용액. 일본 Shinyo사의 특급 Zinc 
Sulfate와 일본 Hayashi사의 특급 ©HsBNCSzN^S 
玮0를 증류수에 각각 녹여 두 용액을 저어주면서 

혼합하였다. 이때 형성된 침전을 거름종이(Whatman, 

No. 3)로 걸러서 건조시켰다. 건조된 침전을 클로로 

포름에 녹인 다음 99.9% 에탄올(미국 Tedi泌卜)을 

가하여 천천히 클로로포름을 증발시켜 결정을 유리 

거르게(일본 Sank。사, porosity No. 4)로 거르고 에 

탄올로 세척하여 건조시켰다. 이러한 재결정 과정을 

세번 반복하였다. 제조한 Zn(DDC)2를 클로로포름에 

녹여 5.0X10-2M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기기 및 기구

원자흡수 분광광도기. 미국 Perkin-Elmer Mo
del 2380 원자 흡수 분광광도기에 Perkin-Elmer 
MHS10(Mercury/Hydride System)과 Recorder를 

장착하여 사용하였으며, 오스트리아 Photron사의 

Serial No. 19213 속빈 음극 등을 영국의 S & J Juni
per 사 adapter로 AAS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FT-IR Spectrophotometer. 일본 Shimadzu사의 

Model FTIR 85이을 사용하였다.

pH Meter, 일본 Tokyo Rikakikai사의 Model 
PHM-2000과 Ingold의 유리전극을 사용하였는데, 

미국 Cole Parmer사의 pH 미터와 유리전극으로 

측정값을 확인하였으며 완충용액으로 사용전에 항상 

보정하여 주었다.

인공 해수 제조

실제 해수와 비슷한 매트릭스를 가지는 인공 해 

수를 제조하여" 모든 실험조건을 최적화시켰다. 실제 

해수에는 함량이 Ipg/mZ이 넘는 화학종은 10여종 

밖에 않되는데 이러한 성분을 해수의 주성분이라 

한다. 이러한 주성분들이 모든 용존성분의 99.5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 해수는 이를 근거로 하여 

탈염수 1.이에 NaCl 23.477 g, MgCl2 10.635 g, SrCl2 

0.040 g, H3BO3 0.026 g, Na2SO4 3.917 g, CaCl2 0.102 
g, KC1 0.664 g, KBr 0.096 g, NaHCO3 0.192 g을 녹여 

제조하였다.

용매 추출

비이커에서 해수시료에 진한 질산을 가하여 pH를 

3.0으로 맞춘다. 그리고 100 m2를 정확히 취하여 250 
m/ separatory funnel 에 옮긴 다음, 0.05 Af Zn- 
DDC의 클로로포름 10m/를 넣고 5분 동안 격렬하게 

흔들고 20분간 방치한다. 두 상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수용액 층으로부터 유기층만을 분리하여 

새로운 separatory funnel에 옮긴다. 3%(v/v) 염산과 

질산의 1:1 혼합산 용액 10 m/를 정확히 넣고 다시 

25분간을 흔들어 준다. 상분리가 이루어지면 유기 

충으로부터 수용액충을 회수하여 분리한다. 이와 같 

은 추출과정을 이용하여 각 단계에서의 실험조건들 

을 최적화시킨다. 이때 추출 농축된 수은은 냉중기 

원자흡수 분광광도기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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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strumental condition

Instrument Perkin-Elmer mod 이 2830
AAS equipped with MHS 10

Hollow cathode lamp Photron PTY. Ltd. Hg-Lamp
Wavelength 253.6 nm
Slit band width 0.7 nm
Lamp current 3.0 mA
Purge gas Nitrogen gas
Reducing agent 3%(w/v) NaBHj

吾광도 측정

해수로부터 추출과 역추출을 통하여 농축된 수은 

을 냉증기법 원자화장치(MHS10)로 환원시킨다. 먼 

저 250Kpa의 질소기체 압력으로 반웅 플라스크와 

환원제 용기를 purge시킨다. 보통 purge 시간은 10분 

정도였으며 recorder의 바탕선이 안정되었을 때, 농 

축된 수은 용액이 들어있는 반응 플라스크를 원자화 

장치에 연결시킨다. 이때 사용된 기기조건이 Table 

1에 수록되었다.

먼저 plunger를 눌러서 환원제를 반응 플라스크로 

첨가시키면 수은은 다음과 같은 반응식에 의해서 

중성 수은으로 환원된다.

Hg2+ + 2BH4- +H2T +B2H6

환원된 수은은 석영의 측정관으로 이송되고 측정 

파장 253.6 nm에서 홉광도를 측정한다. 측정된 흡 

광도는 recoder에 의해 signal response로 기록된다.

결과 및 고찰

반옹 메카니즘. 킬레이트제인 diethyl dithiocar

bamate 이온, (GH/NC^-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금속이온과 착물을 형성한다. 1957년 Bode와 Tus- 
che25가 pH 11과 8.5에서 최초로 확립한 것을 근거로 

지금까지 알려진 착물의 안정도 순서는 다음과 같 

다 : Hg2+, Ag+, Cu2+, Ni2+, Bi3+, Pb2+, Co2+, Tl+, 
Zn2+, In3+, Sb3+, Fe3+, Te. Wyttenbach 등次은 수 

은을 포함한 여러 원소들과 diethyl dithiocaba- 
mate와의 반응을 염산, 황산, 과염소산 용액에서 

조사하였다.

황산 용액에서 수은은 아래의 단계를 거쳐 유기 

층에 추출되며,

H^ + DDC ^-HgDDC+

HgDDC+ + DDC- t EHg(DDC)2]org

한편 염산 용액에서는 HgClDDC와 HgQ)DC)2의 

형태로 동시에 추출된다. 과염소산에서 수은은 다음 

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데, 첫번째 단계에서 추출할 

수 없는 침전을 이룬다.

Hg^+DDb + CQ- t [HgDDC(C104)] 
[HgDDC(C104)l+DDC- -» [Hg0)DC)2]gg+ClO「

그런데 해수에는 0.55M의 C「이온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Zn-DDC에 의한 수은의 추출은 HgDD- 
CC1 과 Hg(DDC)2가 동시에 추출되는 화학양론적 

반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수은과 DDC-의 형 

성상수가 아연의 형성상수보다 훨씬 크므로22 치환 

반응이 다음과 같이 일어나는데, 우선 Zn-DDC가 

해리하고, 해리된 DDC-와 수은이 착물을 이루어 

유기층으로 추출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Zn(DDC)2 -* Zn2++2DDC"
Hg2+ + C「+DDb t [HgDDCCl扁
Hg2+ + 2DDC- t rHg(DDC)2]or8

따라서 해수중 극미량 수은은 아연과 치환하여 

유기층으로 화학양론적으로 추출될 것이며, 또 아연 

보다 형성상수가 큰 다른 몇 가지 금속이온도 함께 

추출될 것이다.

pH의 영향. 인공해수 100 m/에 진한 질산을 가 

하여 pH를 1.0~7.0까지 조절하고 각 해수에 50 ng의 

수은을 첨가한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된 실험 절차에 

따라 추출과 역추출을 한 후 pH에 따른 수은의 sig
nal response 의 변화를 F也 1에 도시하였다.

최적의 pH는 3.0이었는데, 이는 문헌에서 Na- 

DDC로 수은을 추출할 때의 pH 3.0과 일치하였다处. 

한편 pH가 3.0보다 높을 때와 낮을 때 수은의 signal 

response가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pH가 3.0보다 낮은 

센 산성용액에서는 Zn-DDC로부터 해리된 DDC-가 

H+이온에 의해서 일부가 HDDC(해리상수; 4.5X 
IO-')로 되어 수은과의 착물형성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추출효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pH가 3.0보다 

높을 때는 해수중 수은 화학종이 상당수 HgClO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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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Fig. 1. Effect of pH on the extraction.
Hg(II): 0.5 ng/m/.

Conc«ntration(mol/L)

Fig. 2. Effect of Zn-DDC concentration on the extra
ction. Hg(II): 0.5 ng/mZ.

변화되어 해수중에 존재하는 미립자나 separatory 

funnel의 기벽에 흡착하여 추출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실험적 결과에 따라 

pH를 3.0으로 조절하여 해수로부터 수은을 추출하 

였다. 그러나 약한 염기성에서도 충분한 시간 동안 

흔들어 준다면 수은을 좋은 효율로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로 Wickbold27가 pH9.0-12 영역 

에서 수은이 추출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오랜시간 

흔들어 주어야 한다.

킬레이트제 농도. 킬레이트인 Zn-DDC의 농도에 

따라 수은 50ng의 signal response가 어떻게 변하 

는지를 조사하였다0该. 2).
킬레이트제의 농도를 0.0이에서 0.25M까지 변화 

시켰는데 착화제의 농도가 0.005 Af일 때부터 거의 

일정한 signal response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실험 

적 결과를 토대로 본 실험에서는 0.05M의 Zn- 

DDC를 클로로포름에 녹여 사용하였다.

흔둘어 주는 시간. 용매추출에서 추출효율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로써 흔들어 주는 시간과 추출 횟 

수가 중요하므로 이 실험에서는 흔들어 주는 시간을 

30초에서 10분까지 변화시키면서 인공해수에 첨가해 

준 수은 50 ng의 signal response 변화를 戶也 3에 

도시하였다.

수은이 아연과 치환되어 유기충으로 넘어오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은 2분이었으며, 그 이상에 

서는 수은의 signal response가 거의 일정하였다. 또

Time(min)

Fig. 3. Effect of shaking time on the e깐raction.
Hg(II): 0.5 ng/m/.

추출 횟수를 2회 및 3회로 하여서 검토해 본 결과 

추출효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아마도 이는 수 

은이 DDC와 빠르게 반응하여 킬레이트를 형성하고 

용액속에서 착물의 안정도가 매우 커서 pH 3 정도의 

산에 의한 재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결과를 토대로 

단 한 번의 추출로 5분 동안 흔들어서 수은을 유기 

층으로 추출하였다.

역추츨에서 산의 영향 해수에서 착화제인 Zn- 
DDC에 의해서 클로로포름층으로 추출된 수은을 냉 

증기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을 정량하기 위해서는 수 

용액층으로 다시 역추출해야 한다. 또 냉증기-AAS 
에서 적당한 산의 농도는 수은의 환원에 좋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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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주므로28 역추출에 영향을 주는 산의 영향을 조사해 

야 한다. Aspila 등29은 산성 용액에서 DDC가 분해 

되는 메카니즘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에 의하면 위의 메카니즘 a）처럼 DDC의 

질소원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H+이온이 결합 

하는 반응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다시 CS2 와 

（Et2NH2）+로 되는 반옹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므로, 

약간의 DDC만이 b）의 분해경로를 따른다고 보고하 

였다. 따라서 유기층에서 수용액층으로의 수은 벗김 

은 DDC의 분해과정에 의해서 수은이 착화제로부터 

분리되고 수용액층으로 역추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추출에서 산에 의한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산과 혼합산을 10 m/씩 가하고 25분 동안 혼 

들어 주어 50 ng의 수은을 수용액층으로 역추출하 

였으며 이에 대한 실험결과를 F讶.4에 보였다. 단 

독산일 경우에는 염산에서 가장 좋은 signal respo- 
nse를 나타내었으며 혼합산일 경우에는 염산과 질 

산의 1:1 혼합산에 서 가장 좋은 signal response를 

나타냈다. 그러나 염산과 질산의 혼합산이 약간 더 

좋은 signal response와 재현성을 나타내어 본 실 

험에서는 염산과 질산의 혼합산으로 역추출하였다.

역추출에서 혼합산의 농도와 흔드는 시간. 역추

HC1 HNOi HiSO. HCIO< HCI+HNO)HClO«+HNOi HtSQ+HNOj 

Types of ncid

Fig. 4. Effect of acid on the back-extraction.
Hg(II): 0.5 ng/血，acid concentration: 3%(v/v).

출과정에서 혼합산의 농도와 흔드는 시간에 따른 

수은의 추출효율을 조사해 보았다. 혼합산의 농도가 

3% 이하일 때는 수은을 충분히 벗기지 못했으며 

또한 혼합산의 농도가 3% 이상일 경우에는 바탕용 

액의 signal response가 커져서 수은의-real signal 

response는 오히려 3%일 때보다 감소하였다. 그리고 

흔드는 시간은 3%에서 25분이면 충분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Kg. 5에 보였다.

그런데 산의 농도가 3% 이하일 때는 냉증기법에서 

수은을 환원시킬 때 침전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1.5%의 혼합산으로 수은을 역추출하여 

환원과정에서 발생된 침전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 

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본 결과, 이러한 환 

원과정에서 침전이 발생되는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가정할 수 있었다. 첫째는 과량 존재하는 DDC에 

의한 침전이고, 둘째는 착화제로 사용한 Zn-DDC가 

혼합산을 역추출할 때 과량의 아연이온이 벗겨져서 

환원제에 들어 있는 수산화이온과 반응하여 수산화 

아연 침전을 만드는 경우이다.

첫번째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FT-IR 분광광도 

기로 NaDDC와 이것으로부터 합성된 Zn（DDC）2의 

스펙트럼을 얻었다（F讶.6과 7）.
이 두 가지 화합물의 DDC로부터 -C H 진동 peak 

（3000cmT에서）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반응 플라스크에 생성된 침전은 유리거르게 

로 걸러 drying oven에서 24시 간을 건조시키고, 다시 

3시간 동안 vacuum oven（미국 Lab-line Co.）에서

Fig. 5. Effect of shaking time and mixed acid concen
tration on the back-extraction. Hg(II): 0.5 n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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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R spectra of Na-DDC.

Fig. 7. IR spectra of Zn(DDC)2.

수분을 제거하여 IR 스펙트럼을 얻었다須沮 8). 3500 

cn「'에서 -0-H의 peak가 나타나고 -C-H peak가 

사라졌음을 볼 수 있어서 DDC에 의한 침전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 두번째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0.5M Zn- 

DDC/} 녹아있는 클로로포름 10m/에서 아연의 총 

농도를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3,269 ug/m/이 

었다. 그런데 혼합산으로 역추출한 용액 10 m/에 

들어있는 아연의 농도를 표준 검정곡선법을 이용하 

여 불꽃 원자 흡수분광광도법으로 정량한 결과 2,192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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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

Fig. 8. IR spectra of precipitate.

이었다. 따라서 생성된 침전은 일련의 실험을 

통하여 과량이 아연이온이 역추출과정에서 유기층 

으로부터 벗겨지고 산의 농도가 낮아지면 환원제에 

존재하는 수산화이온에 의해서 Zn（0H）2】K初 =1.2X
I。-1叮30의 침전을 형성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 

다.

방해이온에 대한 고찰. 일반적으로 냉증기 원자 

흡수분광광도법으로 수은을 정량할 때 방해한다고 

알려진 원소들로는 Ag, Au, Pt, Pd, Te 등인데气 특히 

Te의 방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또 Te는 

산성용액에서 DDC에 의해 추출된다고 알려져 있지 

만2% Zn-DDC의 아연과는 치환이 잘 되지 않아서 

추출되지 않는다. 다만 Au와 Ag는 DDC와 안정한 

킬레이트를 형성하여 같이 추출되어 원자 흡광도 

측정에 방해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수중에는 이들 

원소가 무시할 정도로 적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문헌으로부터 조사된33 이들 

원소의 해수중 농도（ug〃）는 Pd : 4X10-6, Ag： 3X 
1（厂3, Au： 4X10-3이고 나머지 원소는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따로 방해 이온에 

대한 실험은 하지 않았다.

분석적 응용. 실제 해수는 충남 서산과 대산의 

앞바다에서 갈색병에 넣어 채취하였는데, 채취 즉시

Concentration（ng/mL）

Fig. 9. Calibration curve.

휴대용 pH 미터를 사용하여 진한 질산으로 pH 10 
이하로 맞추어 보관하였다.

해수중의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리거르게 

（porosity No. 4）로 거르고 옮김 피 펫으로 정확히 100 
m/를 비이커에 옮긴 다음 0.5M 수산화 나트륨 용 

액으로 pH를 3.0으로 맞춘다. 그리고 표준 검정곡 

선을 그리기 위하여 인공해수 100 mi를 진한 질산 

으로 pH 3.0을 맞추고 각각에 100 ng/m/의 수은 표 

준용액을 micropipette（프랑스, Gilson 사）으로 0, 10, 
50, 100, 300, 500讨을 첨가한 후 실제 해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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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tical results of mercury in real samples 
(ng/mZ)

Sample Spiked Measured RSD Recovered Recovery

Seosan 0 8 — — —
0.3 0.27 7.4% 0.27 90.0%

Daesan 0 0.04 50.0% — —

0.3 0.32 4.5% 0.28 933%

위에서 최적화시킨 실험절차에 따라서 수은을 추출 

하여 냉증기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하여 검 

정곡선을 작성하였다&该. 9). 검정곡선은 0.5 ng/mZ 
(50 ng)까지 좋은 직선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제 

해수의 분석결과를 Table 2에 수록하였다. 충남 서산 

해수에는 수은이 검출한계 이하 였으며 대산의 해 

수에서는 0.04ng/m/가 검출되었고 RSD는 50.0%이 

었다.

이런 결과는 서산 해수에서 수은이 별로 오염되지 

않았고 대산 해수에는 이 지역에 거대한 종합화학 

공장이 있으므로 해서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 것 

으로 생각되게 한다. 그런데 한국해양연구소에서 한 

반도 연안의 무기수은 분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 ng//로서 서산 해수에서 수은이 검출되지 않은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하지만, 본 방법은 검출한계가 

높아서 오염이 덜된 해수중 수은의 정량에 응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회수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해수시료 100 
m/에 100 ng/mZ의 수은 표준용액을 300 B를 첨가한 

다음 정량하였다. 얻은 회수율은 대산의 경우 93.3 
%이고 서산은 90.0%이었으며, 각각의 RSD는 4.5% 
와 7.4%로서 재현성도 우수하였다. 일반적으로 검 

출한계는 바탕용액 표준편차의 2배에 해당하는 농 

도로 규정되는데, 여기서 바탕용액을 20회 측정하여 

구한 검출한계는 20 ng〃이었다.

결 론

해수중 극미량 수은을 Zn-DDC의 클로로포름 용 

액으로 추출하고 다시 산 용액으로 역추출하여 냉 

증기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으로 정량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수은을 해수로부터 추출하는데 클로로포름 용 

액에서 Zn-DDC의 최적 농도는 0.05M이고 시료용 

액의 pH는 3.0이었으며 2분간 흔들如주면 충분하였 

다.

2) 유기층에 추출된 수은을 수용액층으로 역추출 

할 때 질산과 염산의 1:1 흔합산이 가장 좋은 추 

출효율을 보여주었으며 각 산의 최 적 농도는 3%(v/v) 
이었다.

3) 최적화시킨 실험방법에서 실제 해수에 적용하 

여 수은의 함량을 정량하였으며, 일정량 수은을 해 

수시료에 첨가하여 구한 회수율은 90%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 실험법의 검출한계는 20 
ng/Z 이었다.

본 연구는 교육부의 1994년도 기초과학연구소 학 

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중 일부 

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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