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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광분석장치의 구성성분들인 광원과 광 검출기를 cell을 중심으로 같은 쪽에 배열하여 제작한 

반사분광분석장치 를 제작하였으며 , 이러한 반사분광분석장치 가 액체시료에 대한 흡수분광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CiH이온의 표준용액들을 대상으로 반사분광분석장치와 기존의 홉수분광 

분석장치를 대표하는 -Spectronic 20' 성능을 비교한 결과, 1.00X 1｛尸 M-1.00X 104 M 농도범위에서 반사 

분석장치는 -Spectronic 20'에 비해 더 높은 감도를 나타내었다.

ABSTRACT. We have constructed and tested a new reflectance spectrometer. Both the radiation source and 
the detector are embedded on the same side of the cell compartment.. Its performance has been compared with 
that of the conventional absorption spectrometer ('Spectronic 20' ) using standard solutions of Cu2*. The sen
sitivity of the reflectance spectrometer was found to be much higher than that of 'Spectronic 20' over the ana
lytical concentration range of 1.00 X IlT' M and 1.0() x 10-1 M of Cu2*.

서 론

시료에 의한 빛의 흡수(absorption)현상에 근거를 두 

어 시료에 대한 정성적 • 정량적인 정보를 얻는 흡수분 

광분석장치(absorption spectrometer)의 경우 일반적으 

로 그 구성성분들(components)이 광원(radiation source), 

단색 화장치 (monochromator), 쎌 (cell compartment). 

그리고 광 검출기(radiation detector)의 순서로 배열 

(configuration)되어 있다. 이러한 홉수분광분석장치와는 

달리 광원과 광 검출기를 cell을 중심으로 모두 같은 

쪽에 위치시켜 시료에 의해 반사되는 빛. 즉, 반사광의 

세기를 측정함으로써 시료에 관한 정성적 • 정량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사분광분석법도 개발되어 주로 

매끄럽고 균일한 표면을 소유하는 고체시료들(섬유 플 

라스틱 . 종이 ,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작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액체의 경우처럼 주변의 환경에 따라 그 

표면이 쉽게 변할 수 있는 시료에 대한 분광분석은 

거의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자체적으로 반사분광분석장치를 제작 

하고 그 장치가 액체시료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 

보았으며, 기존의 흡수분광분석장치를 대표할 수 있는 

'Spectronic 20，과의 성능비교를 수행하였다.

실 험

반사분광분석장치. 이 실험에서 제작한 반사분광분석 

장치의 계통도가 Fig. 1에 실려 있다. 광원으로는 주 

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손전등(상표: MINI MAGI- 

CLITE)를 사용하였으며 , band-pass filter復을 사용하여 

원하는 파장(색)의 빛을 얻는다. Filter를 통과한 빛은 

PVC관(내경 : 약 1cm, 길이 : 1() cm)의 내부를 통과하 

여 cell compartment의 내부에 위치한 석영(quartz)

-316-



빈사분광분서장치에 관한 연구 317

lid of the 
cell compartment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reflectance spectrometer.

cell의 표면에 도달한다. Cell compartment^-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함과 동시에 compartment 내벽 

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빛의 반사현상을 최소화하기 위 

해 내부와 외부를 반사도가 낮은 검은 색 재료를 사 

용하여 제작하였다. 광 검출기로는 광 다이오드 

(photodiode)를 사용하였으며. f社ter를 지난 후 PVC관 

을 통과하는 빛이나 그 빛들 중 PVC관의 내벽에서 

반사되는 빛에 대한 감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 cm 

정도의 검은 색 튜브의 한쪽 끝 부분에 photodiode를 

삽입한 후 PVC관의 내부 위 쪽 표면에 부착하였디-. 

Cell쪽으로부터 반사되어 광 검출기에서 감지되는 빛의 

세기는 전압(단위 : mV)의 형태로 측정한다.

용액의 제조. 반사분광분석장치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사용될 용액으로 Cu(NC)3)2(extra puie, 

Junsei Chemical)를 순수(pure water, Milli Q, Acade

mic, Millipore)에 녹여 1.00X lO^-l.OO M범위의 분 

석농도(analytical concentration)를 가지는 푸른색의 

Cu*이온 표준용액들을 제조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반사광의 구성요소. 반사분광분석장치에 붉은 색 

filter!- 채용한 후、구리용액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광 

검출기에서 감지되는 반사광의 세기를 측정하여 그 결 

과를 7泌艮 1에 실었다, 이러한 반사분광분석장치의 

내부에서 빛의 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는 PVC

Table L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비sing 'Spcctronic 20' and the reflectance spectrometer

Spcctroriic 2() rellectance spectrometer

T* -logT 
(absorbance)

reflected light. mV R** -logR
measured corrected

water 1.000 0.0000 11.99 7.89 LOOOO ().(X)000
l.(K) X 10 4 0.999 0.0004345 11.97 7.87 0.9975 0.()010871
2.0() X 10'4 0.998 0.0008695
4.(X)X IO"4 0.997 0.001305 11.83 7.73 0.9797 0.(X)89069
6.()0 x i(r서 0.996 0.001741 11.75 7.65 0.9656 0.015203
8X)0 X 1(尸 0.995 0.0()2177 1 1.64 7.54 0.9556 0.019724
LOO X W5 0.993 0.0()3051 11.57 7.47 0.9468 0.023742
2.(X) X 10 3 ().990 0.0()4365 11.17 7.07 〔).8961 0.()47644
4.0() X lb， 0.980 0.0()8774 10.48 6.38 0.8086 0.092266
6.00 X 1(尸 0.970 0.01323 9.86 5.76 0.7300 0.13668
8.(X) X 10-' 0.960 ().01773 9.30 5.20 0.659 J 0.18105
1.0() X 1() 1 0.950 0.02228 8.71 4.61 0.5843 0.23364
2.00 X IQ-1 0.898 0.04672 6.87 2.77 0.351.1 0.45457
4.0() X ]0-1 0.801 0.09637 5.14 1.()4 0.1318 0.88008
6.00 X 10니 0.718 0.1439 4.56 0.46 0.05830 1.23433
8.00 X 10니 0.645 0.1904 4.36 ().26 0.03295 1.48214

0.100 0.578 。그 381 4.28 ().18 0.也81 1.64187
0.200 0.352 ().4535 4.23 ().13 0.01648 J .78304
0.400 0.155 0.8097 420 ().10 0.01267 1.89722
0.600 ().090 1 .()458 4.17 0.07 0.008872 2.05198
0.800 0.060 1.2218 4.15 0.05 0.006337 2.19812
1.00 0.050 13011 4.14 0.04 0.005070 2.29499

T: transmittance **R: reflectance

2000. Vol. 44, No. 4



318 黄薫•鄭貝:昇

관의 내벽과 cell compartment의 전체 내벽, 그리고 

시료용액을 담는 cell부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Fig. 

1의 cell holder^] 석영 cell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 

서 광 검출기에 감지되는 반사광의 세기를 측정한 결 

과 그 크기가 아주 작았으며, 이는 PVC관의 내벽을 

포함하여 이 실험에서 제작한 반사분광분석장치의 모 

든 내벽으로부터 반사되어 광 검출기로 돌아오는 빛이 

전체 반사광(total reflected light)에 기여하는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ell부분에서는 빛이 

진행하는 방향을 따라 공기와 cell이 이루는 계면(air- 

cell interface), cell과 시료용액이 이루는 ^^(cell

solution interface), 시료용액과 cell 이 이루는 계면 

(solution-cell interface), 그리고 cel과 공기가 이루는 

계면(cell-air interface)들에서는 빛의 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2 이 실험에서 제작한 반사분광분석장치의 경 

우 광 검출기에 도달하는 전체 반사광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반사광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광 검출기에 도달하는 전체 반사광에 기여할 수 있 

는 첫 번째 성분으로는 석영 celt에 도달한 후 cell표 

면3로부터 반사되어 광 검출기로 돌아오는 빛을 들 

수 있다. Table I에 의하면, C『이온의 분석농도가 

진해짐에 따라 광 검출기에 도달하는 반사광의 세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분석농도가 0.600, 0.800, 그리 

고 LOO M로 증가함에 따라 반사광의 세기가 각각 

4.17, 4.15, 그리고 4.14 mV로 측정되고 있다. 이는 

구리용액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광 검출기에 도달하는 

반사광의 상대적인 감소 폭은 '。务에 접근하게 되지 

만. 구리용액의 농도가" 아무리 진해져도 여전히 일정한 

양의 반사광은 존재할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석 

영 cell의 내부에 빛을 100%흡수할 수 있는 매체(완 

전 홉광체)를 담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양의 빛은 광 

검출기에 도달할 것이며, 결국 그러한 빛은 바로 순수 

하게 석영 cell의 표면에서 발생한 반사광이 돈1다. 이 

실험에서는 이렇게 석영 cell의 표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사광의 세기를 모든 반사광 측정에서의 바 

탕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Table 1에서 나타난 값들을 

근거로 그 값을 4.10 mV로 추정하였다. Table 1에서 

의 Corrected，는 각 분석농도의 구리용액을 사용하여 

얻어진 반사광의 세기에서 이 바탕 값(4.10 mV＞를 빼 

어준 후 얻어진 값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한 값들 

을 사용함으로써 광 검출기에 도달하는 전체 반사광을 

구성하는 성분들 중에서 순수하게 석영 cell의 표면에 

서 발생하는 반사광에 의한 기여는 제외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석영 판(quarts plateH 직각으로 

입사한 빛의 경우 약 7%의 빛만이 표면에서 반사되며, 

나머지 93%는 투과한다「

전체 반사광을 구성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성분들 

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광 검출기에 도달하는 

빛들을 들 수 있다. 석영 cell의 첫 번째 벽을 투과하 

여 cell의 내부에 실려있는 구리용액의 표면에 도달한 

빛들 중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되어 다시 첫 

번째 cell벽을 통과한 후 광 검출기에 도달한다. 이러 

한 반사광은 세 번째 성분이 된다. 또한, 용액의 표면 

에 도달한 빛들 중 일부는 용액을 통과하여 석영 cell 
의 다른 쪽 벽에 도달하는데, 빛이 용액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용액에 의한 빛의 흡수가 발생하고 일부만이 

용액을 투과하여 cell의 다른 쪽 벽에 도달한다. 두 

번째 cell벽에 도달한 빛은 그 중 일부는 cell벽을 투 

과하여 진행하고 다른 일부는 반사되어 다시 용액의 

표면에 도달한다. 용액에 표면에 도달한 빛은 다시 일 

부가 반사되고 나머지 빛은 용액을 통과하여 첫 번째 

cell벽에 도달하며, 이와 같이 두 번째로 용액을 통과 

하는 빛은 그 일부가 다시 용액에 의해 흡수된 후 나 

머지 부분만이 첫 번째 cell벽에 도달한다. 결국 첫 

번째 cell벽을 다시 투과하여 광 검출기에 도달하는 

빛은 전체 반사광을 구성하는 네 번째 구성성분이 되 

며. 이와 같이 최소한 두 번에 걸쳐 용액을 통과한 

후 광 검출기로 돌아오게 되는 네 번째 구성성분은 

앞의 세 번째 구성성분에 비해 그 세기가 극히 작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광 검출기에서 감지되 

는 전체 반사광을 이루는 주성분은 세 번째 성분, 즉. 

용액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으로 판단할 수 

있다.

〈Spectronic 2(F과 반사분광분석장치의 성능비교. 앞 

의 Table 1에서는 구리용액들을 사용하여 반사분광분 

석장치에 의해 측정한 반사광의 서]기 (mV), 그리고 그 

값들을 근거로 얻어진，반사도 (reflectance, R)'와 

，-LogR'의 값들을 -Spectronic 2b을 사용하여 측정한 

，투과도(transmittance, T)'와，흡광도(absorbance, A= 

-LogT)，오)• 서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반사분광분석 

법에서 반사도는 眠=1几'로 정의되며,' 여기서 T는 시 

료에 의한 반사광의 세기, 1。는 기준물질에 의한 반사 

광의 세기이다. 이 실험에서는 물을 기준물질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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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분광분석장치이 관한 연구 319

Fig. 2. Plots ofR vs. [Cif ] and T vs. [Cu2+] over the analytical 
concentration range of 1.0 X lO^M and 1 .OOM of the standard 
solutions of Cu2+.

였으며, 이 실험에서 반사도는 각 분석농도의 구리용액 

을 사용하여 측정한 반사광의 세기를 기준물질인 물에 

의한 반사광의 세기로 나누。5 얻었다. 단, 여기서 사용 

한 반사광의 세기는 모두 보정 값들이다. 흡수분광분석 

에서，-LogT=/Y와 같이，-LogT，에 대하여，흡광도라 

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반사분광분석 

장치를 사용하여 얻은 '-LogR，에 대해서는 현재 적절 

한 용어를 부여할 수가 없다.

Fig. 2는 이 실험에서 사용한 구리용액의 전체 분석 

농도범위(1.00XK尸~L0() M)에 걸쳐 얻은 lR vs. 

KW■丁와 lT vs. |Cu打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Fig. 3과 Fig. 4는 구리용액의 분석농도범위를 각 

각 "I.OOXlOrJl.OOXlK M'과 M.OOXIO^-l.OOX 

1(T2 M로 한정하여 얻어진 l-LogR vs. [Cu*]，와 '-LogT 

vs. [Cuf 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Fig. 3을 보면, 

이 실험에서 제작한 반사분광분석장치의 경우 '-LogR 

vs. [Cu2+]' plot의 경우 구리용액의 분석농도가 대략 

1.00X10-2 M보다 진해짐에 따라 그 기울기가 점차 

직선의 형태를 벗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Spectronic 

2。에 의해 얻어진 '-LogT vs. [Cu2+], plot의 기울기 

보다 디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1.00X10%LOOXItT' 

M인 구리용액의 분석농도범위에 걸쳐 이 실험에서 제 

작한 반사분광분석장치의 감도가 'Spectronic 20,의 감

.3000

.2000

30000 J-
0.0 20.时3 40.CXK-3 600XKP B0.0x10j lOO.OxW-3

[Cu2+], M

Fig. 3. Plots of -LogR vs. [Cu2+] and -LogT 기s. [Cu2+] over the 
analytical concentration ran흥e of 1.0 X 10-4 M and 1.00 X 
IO-1 M of the standard solutions of Cu2+.

[Cu2+I, m

Fig. 4. Plots of -LogR vs. [Cu2+] and -LogT vs. [Cu2+] over the 
analytical concentration range of 1.0 X 10-4 M and 1.00 X 
10"2 M of the standard solutions of Cu2+.

도(sensitivity)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 Fig. 4는 1.00X10^ 시。OXI。" M인 묽은 

분석농도영 역에서 반사분광분석 장치의 감도가 'Spec- 

tronic 而에 비해 약 3배정도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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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Fig. 3을 보면, 반사분광분석장치의 경우에도 

Spectronic 2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eer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즉, 반사분광분석장 

치의 경우 구리용액의 표면에 도달한 빛은 그 일부가 

용액에 의해 홉수되고 일부는 반사되어 광 검출기로 

돌아와 그 세기가 측정되므로. 구리용액의 분석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액의 표면에서 홉수되는 빛의 양이 

증가하여 반사굉의 세기는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반사분광분석장치의 경우에도 구리용액의 농도 

가 일정수준이상으로 진해짐에 따라 -LogR vs. 

|Cu2+y plot이 직선의 형태를 벗어나게 될 것임을 예 

상할 수 있다. 다만, 반사분광분석장치의 경우 

'Spectronic 2()'에 비해 보다 디 낮은 농도(~ 1.00X 

10-3M)에서 '-LogR vs. [Cuf，plot이 직선의 형태 

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투과 

광의 세기를 측정하는 'Spectronic 20,에 비해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세기의 반사광을 측정하는 반사분광분석 

장치가 원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약점이라 할 수 있으 

며,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Spectronic 20,의 경우 투과도(T)를 로 정의하

며, 여기서 I는 시료를 투과한 빛의 세기, I는 기준물 

질을 투과한 빛의 세기이다. 즉, 기본적으로 기준물질 

을 투과하여 광 검출기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아주 

크며, 이를 기준으로 시료용액을 투과한 빛의 세기를 

비교하는 것이디•. 그러나 기준물질에 의해 반사되는 빛 

의 세기를 기준으로 시료용액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 

오는 빛의 세기를 비교하는 반사분광분석장치의 경우에 

는 원천적으로 기준믈질에 의한 반사광의 세기가 아주 

작으며, 반사분광분석장치의 경우에도 여전히 시료용액 

의 존재에 따른 빛의 홉수가 일어나고 二L 양상은 Beer 
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묽은 농도범위에서는 

반사분광분석장치에 의해 얻어지는 '-LogR vs. [Cu-T 

plot의 기울기가 Spectronic 2()，를 사용하여 얻는 

'-LogT vs. [Cu2+F plot의 기울기에 비해 더 클 것임 

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시료용액의 농도가 중가하 

면서 '-LogR vs. [Cu;+y pl晚의 경우 --LogT vs. |Cir叮 

plot에 비해 기울기가 더 빨리 감소하게 되고 보다 더 

진한 농도영역에 도달하면서 기울기는 '0에 접근하게 

된다. 'Spectronic 2。의 경우 반사분광분석장치와는 반 

대로 시료용액의 농도가 아주 묽어짐에 따라 '-LogT 

vs. [C『T plot의 기을기가 '-LogR vs. [Ci产]' plot의 

기울기에 비해 더 빨리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결 론

현재까지 반사분광분석장치 를 사용한 연구들에서는 

분석대상물질들이 고체형태였으며. 이 연구에서와 같이 

용액상태의 시료에 적용하여 시료용액에 대한 정량분 

석을 수행한 연구결과들은 찾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이 연구에서 채용한 “-Log R”에 대하여 적절한 분석 

용어를 부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괴- 같은 개 

념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흡수분광분석법 

에서 사용하는 “흡광도'으] 경우 시료용액에 의한 빛의 

흡수에 근거하여 사용되고 “-Log T vs. LCuf”의 

plot에서 얻어지는 직선이 양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 

러나 반사분광분석법에서는 시료용액에 의한 빛의 반 

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시료용액의 농도증가에 

따라 반사되는 빛의 세기는 감소한다. 즉. 반사분광분 

석장치에 의해 얻어지는 plot은 그 직선(또는,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가지도록 표현하는 것이 보다 디 합리 

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분광분석법에서는 흡수 

분광분석법에서 사용하는 “훕광도”에 상응하는 용어로 

“반광도”의 사용을 제안하며, 여기서 “반광도，는 

l'l+Log R” 이다(“Log R”은 음수). 즉, 바탕용액(이 

실험에서는 순수한 물)에 의한，반광도를 “1”로 규정 

한 후 각 시료용액에 의한 “반광도는 “1”보다 작은 

값들로 표현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작한 반사분광분석장치는 낮은'농도 

범우] (1.00X 1(尸~ 1.00X1 ()T 의 Ci严이온 표준용액 

들을 사용한 성능비교실험에서 기존의 흡수분광분석장 

치를 대표하는 'Spectronic 20'의 감도를 능가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반사분광분석강치의 경우 

기존의 흡수분광분석장치에 의해 분석이 어려운 경우 

(① 주어진 분석대상 물질의 몰흡광계수가 아주 낮거나.

② 분석대상 물질의 농도가 아주 낮은 경우, 그리고

③ 분석대상 물질의 몰 홉광계수를 중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발색제를 구할 수 없는 경우问도 분석대상 성 

분에 대한 정량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후속단계의 실험을 통하여 일반적인 흡수분광분석의 원 

리를 적용할 수 없는 침전적정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 

의 적정분석에서 종말점을 규명하는 작업에 사용될 수 

있는 7]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나은 

광원이나 단색화 장치 그리고 광 검출기를 채용함고+ 

동시에 검출신호의 증폭 및 안정화 회로 그리고 검출 

신호 측정장비의 도입 등에 의해 -Spectronic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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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되는 일반적인 흡수분광분석장치에 비해 가격은 더 

저렴하지만 감도는 보다 나은 분광분석장치가 개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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