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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r(III)과 Cr(VI)이온 각각을 Aliquat 336으로 단계적으로 용매추출하여 분리하고 원자흡수분광 

법으로 정량하였다. 즉, Cr%와 60产의 혼합용액으로부터 AUquat 336/MIBK로 먼저 &Q产을 선택적으로 

추출하고, 그 추출액 중의 농도를 NQ-CH 불꽃으로 측정한 다음, 남은 수용액에 citratet 가하여 C产을 음 

의 착이온으로 만들어 같은 추출제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추출 및 정량하였다. Cr"와 CrQ户의 농도가 

Cr로서 각각 0.1 〜 1.0 g/mL 범위의 혼합시료 50mL부터 1%(V/V) Aliquat 336/MIBK 5 n丄로 1 회씩 추출 

하여 각 농도에 대한 분석결과, 회수율이 98.8〜 101.7%였다.

ABSTRACT. A method is described for the selective determination of Cr(III) and Cr(VI) in aqueous 
solutios by 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Selective extraction of Cr2O72- was performed by Aliquat 

336/MIBK from the mixtures of Cr3+ and Cr2O72_, and the extraction of Cr3+ was followed after complex 

formation with citrate by using the same extractant. The concentraction of each analyte in the extract was 
determined by N2O-C2H2 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The recoveries of Cr* and Cr2O72- from 50 

mL of aqueous solution ranging 0.1~1.0 |ig/mL as Cr respectively by single extractions with 5 mL of 1% 

(V/V) Aliquat 336/MIBK were resulted as 98.8〜101.7%.

서 론

크롬은 오염된 지하수나 폐수 중에 Cr(in)또는 

Cr(VI)의 두 산화상태의 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Cr(UI)序서 CF+이온은 포유동물의 당, 지방 그리고 단 

백질의 신진대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Cr(VI) 

로서 CrQ产(또는 CrOf)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 

성물질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이온들을 

각각 정확히 분리 및 정량 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3

낮은 농도의 분석물질을 농축하는 방법 중 용매추 

출법은 간편하고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널리 이용된 

다. 금속이온을 추출 및 농축하기 위하여 Aliquat 336 

도 많이 이용되는 추출제 중의 하나다." 이 시약은 

R3CH3NKI-과 같은 일반식을 갖는 고분자량 알킬아 

민의 염이기 때문에 분석물질이 음이온 상태로 되어있 

어야 cr이온과 교환 반응으로 추출이 이뤄진다. 이 

시약은 비 수용성 유기용매에 희석하여 사용된다. 

AUquat 336/MIBK 용액은 다른 유기용액과는 달리 

불꽃에서 연소하는 성질이 좋기 때문에 용매추출 후 

추출액중의 금속원소 농도를 직접 불꽃원자흡수분광법 

으로 정 량하는 데 이용된다

CrQU-는 그 자체가 음이온 상태임으로 전처리 없 

이 용매추출이 가능 하지만이。Cr*은 음의 리간드와 

반응시켜 음이온상태의 착이온으로 되어야 추출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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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데 , 다른 전이금속 이온들과는 달리 안정도가 큰 

착이온을 형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무기 리간드가 없 

는 편이다. Jong 등9과 Irving 등"은 SCN과 EDTA 

를 이용하였지만 추출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농축의 

의미가 적은 셈이다.

C产와 CrQ产 각각을 분리 및 정량하기 위한 간단 

한 방법은 별로 없는 편이다. 이온교환수지를'2 사용 

하였거나, GaSQ 공침법을'3 이용하여 Cr3+만을 선택 

적으로 분리한 예가 있고, 전체농도를 측정하고 두 산 

화상태 이온 중 한 가지를 분리 정량 한 다음, 그 차 

이로 다른 산화상태의 이온농도를 간접적으로 정량하 

기도 하였다 "

본 실험에서는 1%(V/V) Aliquat 336/MIBK 추출 

제 한 가지를 사용하여 |ig/mL 농도의 CF+와 

CrQ"를 각각 정량하기 위하여 먼저 CrQ产을 추출 

및 농축하여 추출액을 직접 N2O-C2H2 불꽃에 분무하 

여 농도를 측정한 다음, 이어서 수용액에 citrate를 가 

하여 Cr3+와 음의 착이온을 형성 시켜서 역시 같은 

추출제로 추출 및 농축하고 같은 방법으로 CF4■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실 험

기 기. C产와 CrQ户를 1%(V/V) Aliquat 336/ 
MIBK용액으로 추출한 후, 그 추출액 중의 농도를 

측정하는 데는 GBC사의 Model 903 원자흡수분광계 

를 사용하였다. 광원은 속빈 음극등 이며 버너는 5 

cm slot의 N2O-C2H2 불꽃용이고, 불꽃의 조건은 

NQ-CJL의 환원염상태였고, 흡광도를 측정하는 동안 

MIBK 자체가 연료와 같으므로 CJL의 흐름양을 낮 

게 조절하였다. 그 밖의 측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wave 

length, 357.9 nm; slit width, 0.5 nm; Lamp cur

rent, 15.0 mA.
시 약. Cr(III)의 표준용액은 CrCh • 6H2O(Haya- 

shi Chem. Ltd)를, Cr(VI)의 표준용액은 K2Cr2O7 

(Hayashi Chem. Ltd)를 물에 용해하여 각각 1000 

Hg/mL용액으로 만들고 AAS용 표준용액 (Mallinckrodt 

Inc)으로 표정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묽혀서 사용하였 

다. Cr3+와 착이온을 형성시키기 위한 리간드 시약으 

로는 sodium citrate(Yakuri Chem. Co.), sodium tar- 

trate(Duksan Pharm. Co.), sodium thiocyanate(Ya- 

kuri Chem. Co.), sodium oxalate(Junsei Chem. Co.), 

EDTA-2Na(Duksan Pharm. Co.), sodium salicylate 

(Kanto Chem. Co.) 등이며 이들은 모두 분석시약급으 

로 각각 0.5 mole/L용액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Aliquat 

336(methyl tricaprylyl ammonium chloride)(Henkel 

Co.)은 MIBK(Duksan Pharm. Co.)에 묽혀서 1%(V/ 

V渗액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한, Cr(VI连서 CrQ" 

나 CrQ产에 대하여 1% Aliquat 336/MIBK에 의한 

추출율의 차이는 없었으므로 CrQ"을 사용하였다.

정량방법. CF+와 SO产의 각 농도를 Cr로서 0.0 

~1.0 로 달리한 혼합 용액 50 ml가 들어있는 

100 mL 분액깔대기에 1% Aliquat 336-MIBK용액 5 

mL를 가하여 CrQ"을 선택적으로 추출한 후 수용액 

층은 분리하여 80 mL culture tube에 받아두고 유기 

층 중의 CrQ产에 해당하는 농도를 N2O-C2H2 불꽃 

원자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하였다. Cr*를 포함한 수용 

액에 0.5 mole/L citrate용액 1 ml를 가하고 물중탕 

에서 70。(3로 1哓간 가온하여 Cr3*의 착이온 형성을 

완성시킨 후 다시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1%(V/V) 

AUquat 336/MIBK 5 mL를 가하여 추출하고 수용액 

층을 분리하지 않은채 상층 유기용액중의 C产농도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 하였다.

결과 및 고찰

CF+의 착이온 형성 리간드 종류별 추출율. Cr"이 

온은 다른 전이금속이온 처럼 안정도가 큰 착이온을 

형성할 수 있는 무기리간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서는 citrate, tartrate, salicylate, oxalate 등 유기리간 

드를 시험하였다. 즉, 0.5 卩g/mL Cr" 수용액 50 mL 

에 이미 발표된 바 있는 EDTA"와 SCN"를 포함해 

서 각 리간드의 농도를 0.001-0.03 mole/L로 달리하 

고 추출효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1% Aliquat 336/ 

MIBK 5 ml로 추출한 후 유기층에 추출된 Cr3+의 흡 

광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과 같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시험한 리간드의 종류에 따 

라 추출율에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중 citrate가 가장 

높은 추출율을 나타내었고 tartrate> salicylate> oxalate 

>EDTA〉SCN의 순으로 낮아졌다. 대부분의 경우 

리간드의 농도가 0.01 mole/L까지는 추출율이 점차 

증가하다가 그 이후의 농도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고 oxalate의 경우는 0.03 mole/L까지 

점차 증가하였다. 리간드의 농도변화에서 최대 추출율 

을 나타낸 후에 차츰 감소하는 현상은 CF+의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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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 g a n d (mole/L)
Fig. 1. Extractability, of Cr3* complexes formed with various 
ligands into Aliquat 336/MIBK. Aqueous phase: 0.5 (j.g/mL 
Cr*, 50 mL, Organic phase: 1%(V/V) Aliquat 336/MIBK, 
5 mL.

착이온과 리간드 음이온 자신과의 AUquat 336에 대한 

경쟁반응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본다. EDTA와 SCN- 

은 시험 한 리간들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

그래서, 이후부터의 CF+ 추출실험에서는 수용액의 

조건을 추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0.01 mole/L 

citrate용액으로 정하였다.

Cr34의 citrate剑의 착이온 형성에 있어서 MIBK의 

영향. C产이온만 존재하는 수용액에 citrate를 가한 후 

Aliquat 336/MIBK로 추출하였을 경우와, Cr*와 

CrQ产의 혼합시료 용액에서 60；을 먼저 Aliquat 

336/MIBK로 추출한후 CF+을 추출하는 경우 추출율에 

는 매우 큰 차이가 생겼고 그 차이도 일정치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C产와 citrate가 다음 ⑴식과 같은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CrQ户의 추출에 

Aliquat 336/MIBK를 사용하면 수용액 중에 용해된 

MIBK가 키톤 작용기 로인해서 일부 C产와 반응하여 

이미 ⑵ 식과 같이 약하게나마 양의 착이온을 형성하 

기 때문에 Aliquat 336과 결합할 수 없게 되어 결과 

적으로 추출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Cr*+2 citrate3- Q Cr(citrate)2 (1)

•黃慧蓮

Cr"+n[MIBK] Q Cr[MIBK]n (2)

여기서 n은 Cr3+의 배위수가 6 이므로 모두 차지하 

였을 경우 n=6 일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확인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MIBK 대신에 citrate와의 반응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citrate를 가한 다음 용액을 가온 함으 

로써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수 

용액을 가온하는 온도와 시간을 변화시켜 CF4의 추출 

율을 비교한 결과 물중탕에서 70°CS- 10분간 가온

Table 1. Recovery of Cr(VI) from Cr(III)

Cr(III)a Taken 
(gg/mL)

Cr(VDb

Added 
(卩 g/mL)

Found 
Qlg/mL)

Recovery 
(%)

0.10 0.10 100.0
0.20 0.20 100.0

o 10 0.40 0.40 100.0
0.60 0.60 100.0
0.80 0.80 100.0
1.00 1.01 101.0
0.10 0.10 100.0
0.20 0.20 100.0

0 20
0.40 0.40 100.0
0.60 0.60 100.0
0.80 0.80 100.0
1.00 0.99 99.0
0.10 0.10 100.0
0.20 0.20 100.0

0.40
0.40 0.40 100.0
0.60 0.60 100.0
0.80 0.80 100.0
1.00 1.01 101.0
0.10 0.10 100.0
0.20 0.20 100.0

n 0.40 0.40 100.0
0.60 0.60 100.0
0.80 0.81 101.3
1.00 1.00 100.0
0.10 0.10 100.0
0.20 0.20 100.0

0.80
0.40 0.40 100.0
0.60 0.60 100.0
0.80 0.79 98.8
1.00 1.00 100.0
0.10 0.10 100.0
0.20 0.20 100.0
0.40 0.40 100.0

1.00 0.60 0.60 100.0
0.80 0.79 98.8

1.00 0.99 99.0
a: Cr*. b: Cr2O72- and the concentrations shown are as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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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냈으며 온도와 시간 

을 더 증가시켜도 결과는 일정 하였다.

C产와 CrQ"-의 분리 실험. CF+의 농도를 0.10, 

0.20, 0.40, 0.60, 0.80, 1.00 卩g/mL로 각각 일정히 

한 용액에 CrQ户의 농도를 Ci侄서 0.10〜 1.00 姒 

mL로 달리한 혼합시료 용액으로부터 CrQ产을 추출 

분리 및 정량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고, 반대로 

Cr0"의 농도를 Cr로서 0.10, 0.20, 0.40, 0.60, 

0.80, 1.00 ng/mL로 각각 일정히 한 용액에 C产의 

농도를 0.10-1.00 呢/mL로 달리한 혼합시료용액으로 

부터 CrQ产를 분리 한 다음 citratef 가하고 C产을 

추출 및 정량 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C产와 CrQ产의 농 

도가 낮을수록 회수율에 있어서 오차가 적었으며 CF+ 

의 농도가 일정할 때 CrQ产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또 CF+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CrQ户의 회수율에 대 

한 오차가 나타났다. Table 2의 결과 내용도 같은 경 

향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험한 농도의 범위에서 

는 Cr3+와 CrQ产의 공존으로 인해서 서로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F+와 CnO产의 혼합용액에 citratef- 가하고 Cr* 

와 CrQ"를 동시에 추출하여 전체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이유는 C产와 SO产의 추출율에 있어서 차이 

가 있기 때문이다. 즉 Cr%의 경우 CrQ"에 비하여 

추출율이 약 80% 정도이기 때문에 Aiquat 336에 의 

한 추출조건을 서로 상관 지울 수 없다.

Aliquat 336을 추출제로하여 CrQ：■를 추출하는 경 

우 수용액의 산도에는 영향이 없고,'。Cr"의 경우는 

산도가 높으면 리간드 citrate가 약산의 염이기 때문에 

citric acid의 형성으로 Cr"와의 착이온 형성이 불완전 

해져서 추출율이 감소하고 반대로 산도가 낮으면 CF+ 

이 수산화물을 형성하여 추출에 있어서 지장을 주게 

된다. 시험 한 결과 C产의 추출에 적합한 수용액의 

pH 범위는 6-82] 중성이었으므로 이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공존이온의 영향. Cr*와 CrQ：을 추출 분리 및 

정량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양이온과 음이온 

들이 공존하였을 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존 이온들의 양을 달리하여 첨가하고 회수율에 대 

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Cr3+와 Cr。"의 농도가 서 각각 0.5 昭/mL인 

50 mL의 혼합용액에 몇 가지 양이온으로 Mg2+,

Table 2. Recovery of Cr(III) from Cr(VI)

Cr(VI)a Taken- 
(gg/mL)

Cr(in)b

Added
(1丄 g/mL)

Found 
(gg/mL)

Recovery
(%)

0.10 0.10 100.0
0.20 0.20 100.0
0.40 0.40 100.0

0.10 0.60 0.60 100.0
0.80 0.80 100.0
1.00 1.00 100.0
0.10 0.10 100.0
0.20 0.20 100.0
0.40 0.40 100.0

0.20 0.60 0.60 100.0
0.80 0.80 100.0
1.00 1.00 100.0

0.40

o
 o
 o
 o
 o
 „

0.60

0.80 

10
20
40
60
80
00l

20
40
60
80
01

Q
 1

10
20
40
60
80
00l

10
20
40
60
81
00l

0
 0
 0
 0
 3
 0
 

oo.
oo.
oo.
oo.
ol.
oo.

10
20
40
60
80
00l

10
20
40
60
.81
,00l

•°
-o
-°0
 3

-° 

00
00
00
00
01
00 

1
1
1
1
1
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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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80

o
 o
 o
 11 1
 11

1
2
 4
 6
 8
 0
 

Q

L

-°
-°0
-73
 0

8
C*J 

IL. 1
 1

。o
 o

11 1
 11 11 

^
丄a: Cr2O72-, b: Cr3+ and the concentrations shown are as Cr. b : 

cF+.

Zn2+, Cu2+, Al3+, Fe%과 음이온으로 nitrate, sulfate, 

phosphate, acetate, chloride 등을 크롬농도의 각각 5, 

10, 25, 50, 100배 농도로 달리하여 첨가하고 C产와 

Cr2O72- 각각을 정량한 결과 &2。户에 대하여는 영향 

을 주지 않았으며 Cr34의 경우는 AF+이 5예] 이상의 

농도 일 때와 phosphate/} 25배 이상 공존 할 때 영 

향을 주었다. AP+은 citrate와 착이온을 형성하여 힘께 

추출이 되고 흡광도 측정시 불꽃에서 안정한 Cr2O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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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를 형성하기 때문에 Cr의 원자화효율을 낮게 하 

고, phosphate는 CrPO4 형성으로 Aliquat 336/MIBK 

에의 추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수용액 시료중에 Cr(IH)와 Cr(VI)의 산화상태인 C?+ 

와 CrQ产이 미량 농도로 공존하는 경우 이들을 각각 

분리 및 농축하고 불꽂 원자흡수분광법으로 정량하기 

위하여 4차 알킬아민의 염 Aliquat 336 (Methyl trica

prylyl ammonium chloride)의 MIBK용액을 이용하여 

2단계 용매추출하는 조건을 연구 하였다.

즉, l%(V/V)Aliquat 336/MIBK로 먼저 CrQ产을 

선택적으로 분리 정량하고, 이어서 Cr3+을 음의 착이 

온으로 형성시켜서 추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 

지 종류의 리간드를 시험한 결과 citrate>tartrate> 

salicylate>oxalate>EDTA>SCN「의 순서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리간드의 농도는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대부분이 0.01 mole/L에서 가장 높은 추출율을 

나타내었다.

CrQ产의 추출에 있어서 수용액의 산도에는 영향이 

없으나 C产를 추출하기 위하여 리간드로 citrate를 사 

용할 경우는 pH 6〜8의 중성 용액이어야 한다.

또한 Cr(VI)의 두 가지 음이온 형태로서 CrO；나 

CHQ"에 대하여 Aliquat 336/MIBK에 의한 추출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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