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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철광석 중에서 주성분 원소들인 철과 티탄을 희석 파라미터법 （dilution parameter method）을 

이 용한 X-선 형 광분석 법 으로 분석 하였다. 조성 이 비 슷한 표준시료와 분석 시 료 각 각에 적 당한 희 석 

제 （左。2）를가하여적당한 비율 （1 ： 1, 1：2 등）로 희석시켜서 원하는 원소오］ 형광 X-선세기를 

측정하여 다음 식으로 희석 파라미터를 구한다.

■妇 一］ 

P = （，ag） d

이들 파라미 터를 이용하여 표준시 료와 분석 시료의 matrix effect 차이를 보정 하여 표준검 량선 없이 

정 량 분석하였다.

a a 4s* Pa
여기서, 거5는 표준시료를 표시한다.

분석결과는 습식법으로 정 량한 값들과 잘 일치하고 재 현성도 좋음을 보여주었다.

ABSTRACT. Iron and titanium, the major constituents in iron ores, were X-ray spectrometrically 
determined by u옹ing the dilution parameter method.

A standard and samples possessing a similar composition were diluted with the diluent ZrO2 
to their proper respective ratios. After measuring the intensity of the fluorescent X-ray, the dilu
tion parameter was calculated from the following equation.

•Lg 一 1
已=0s）d

D~1
The dilution parameters were used to corre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trix effect of the stan
dard and that of the sample. The content of the major constituents was calculated, without using 
any standard calibration curves, from the following equation ；

W = W* •丄—-.以.
a a /as* 巳 

where asterisks indicate the standard.

The results agreed with those of the wet analysis within 2 % of relative error, and the precision 
of the experiment was also tolerably good.

— 183 —



184 金榮相•李鍾旭

1. 서 론

자철광(FeKU), 적철광 (Fe2O3), 일메나이트 

(FeTiQ)등의 철 광석 중 주성 분 원 소인 철 (Fe) 과 

티탄(Ti)의 함량은 일반적으로 습식법을 이용하 

여 분석 한다. 철 (Fe)은 용액 으로 녹여서 모두 Fe2+ 
이온으로 환원시 킨 다음 과망간산이 나 중크롬산 

의 표준용액을 이용한 산화一환원적정법L2 으로 

정 량하고 티 탄은 녹여서 Zn-아말감이 나 SnCb용 

액으로 Ti3+ 이온 상태로 환원시 킨후 Fe3+의 표 

준용액으로 적정해여 분석한다% 이상과 같이 습 

식분석법은 시료를 녹이는 과정과 적정과정에서 

산화一환원 반응에 방해 하는 다른 성분을 제거, 

또는 가리움(masking)을 하는 처리와 존재하는 

모든 철이나 티탄을 Fe2+ 혹은 Ti3+ 이온상태로 

완전히 만들어 주어야하는 과정때문에 분석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차가 커진다.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저자들 

은 X-선 형광분석법을 이용하였다. 보통 X-선 

형광분석법은 시료중 함량이 0.01%에서 10%정 

도까지의 범위에 있는 원소를 분석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분석법으로는 표준검 

정 곡선법4, 표준물첨 가법 "6, 내 부 표준물법 7.8이 

있으며 시료의 처리에 따른 분말법, 용융 bead 
법9,1。, 용액법11 등이 있 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와 같이 주성분 원소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기 방법들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우선 표준 검정 곡선 법 에 서 는 시 료와 

matrix가 비슷하고 분석하고저 하는 성분의 함 

량이 시료함량의 전후 값을 갖는 일련의 표준시 

료들이 있어 야 하고 또한 표준시료들이 있드라 

도 함량범위가 넓어서 matrix에 의한 영향이 크 

므로 오차가 상당히 커 진다. 표준물 첨 가법은 

얻은 검 량선의 잔류점 (residuum)을 읽 어 서 함량 

을 구해야 되는데 함량이 많은 시료자체에다 표 

준물을 첨가하는 것은 첨가에 의한 시료 matrix 
의 변화가 커 져 곤란하므로 이 변화를 줄이 기 위 

하여 시 료를 희 석 제 로 묽힌 다음 표준물을 첨 가 

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실험상의 복잡성이 있고 

이에 따른 실험오차도 커지게 된다. 내부표준물 

법은 기술한 두가지 방법에 적당한 다른 성분을 

내 부표준물로 분석시 료와 표준시료들에 일정 량 

씩 첨가하여 X-선 세기의 비를 구하여 응용하 

는 방법이므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만 

시 료를 적 당한 처 리 방법 으로 용액 을 만든 다음 

표준용액 을 사용하여 분석 하는 용액 법 이 제 일 좋 

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용액 법 인 경 우 시 료를 녹여 야 하기 때 문에 X- 
선 형광법의 장점인 신속성이 감소되고 정확도 

도 떨어져 습식분석법에 비교한 장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일 반적 으로 X-선 형 광분석 에 서 는 가능한 한 시 

료와 표준시 료들의 matrix를 같게 만들어 matrix 
차이에 의한 영향을 아주 적 게 하여 주든가 아니 

면 수학적인 방법으로12~购 이 matrix 영향 차이 

를 보정 하여 주어 야 한다. 이 희 석파라미 터 법은 

Ken-ichi Jsutsumi가 분석 원 소의 형 광 X-선 에 대 

한 matrix의 영향을 적당한 희석제로 희석하여 

보정하려고 제 안한 방법으로 희토류원소들의 분 

석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저자들은 이 방법을 광석중 주성분 원소들인 

철과 티탄의 분석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이 방법 

의 응용성을 넓힘은 물론 좀더 쉽고 신속한 분 

석법을 개 발하고져 한다.

본 실험에서는 분석 성분원소의 형광 X-선에 

대한 matrix의 영향 즉 흡수 현상을 역으로 이 

용하는 방법 (dilution parameter method)1912。을 

적용할려고 한다. 분석 성분들인 철과 티탄의 

Ka 선을 적 당히 흡수하는 희 석제 를 선정 하여 표 

준시 료와 분석 시 료에 가하여 적 당한 비 율로 희 

석시킨 다음 희석시키기 전의 시료들과 시킨 후 

의 시료들의 형광 X-선 세기를 측정하여 다음 

에서 유도된 정 량식으로 희석 파라미터를 구하 

여 함량을 정량한다.

실험 에서 사용한 시 료들은 포항 종합제 철(주) 

에 납품되고 있는 인도산 Indian iron ores들(철 

의 함량 : 65 % 전후)과 TiO2 안료 추출용 호주 

산 Ilmenite들 (철의 함량 : 25〜35%, 티탄의 함 

량 : 25~35 %)이며 표춘시료는 이것들중 한가 

지를 택하여 습식분석법으로 다섯번 이상 분석 

하여 얻은 분석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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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 량 식020

형 광 X-선에 대한 공존 원소들의 matrix 영 향 

(흡수 또는 증강효과)을 수학적으로 보정하여 

주는 방법에는 Fundamental Parameter Me- 
thodiMM오) Empirical Coefficient Method15~187}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자의 방법은 원소 

의 특성 X-선에 대한 fluorescent yield, 다른 성 

분 원소들의 질량흡수계수, 전자의 전이확률 및 

기기의 구조적인 인자들 등에 대한 값들을 알아 

야 하고 후자의 방법에서는 분석 원소에 대한 

다른 성분들의 원소간 상관계수들을 구하기 위 

하여 계수 수 보다 더 많은 표준물질들이 있어 

야 한다. 또한 필요한 값들이나 표준물질이 충 

분히 있드라도 식을 유도하여 계산할려면 com
puter 를 이 용하여 야 할 정 도로 복잡한 계 산이 된 

다.

이상과 같은 복잡한 수학적인 처리를 분석 시 

료와 표준시료와의 비교법에 대한 관점으로 단 

순화하여 두성분계로 만들었다.

즉, 표준시료와 분석시료에 적당한 동일 희석 

제를 같은 비율로 혼합하여 분석 성분의 형광 

X-선에 대한 흡수를 시료 자체와 희석제에 의 

한 것으로 구분하여 취급하는 관계식을 얻어 한 

개의 표준시료와 비교하여 분석 할 수 있게 하였 

다.

Ws=Wa+Wb+.......... =1 (2)

여기서, 7는 형광 X-선의 세기, K는 분석장치 

와 분석원소에 따른 상수(흡수와는 무관한), W 

는 무게 분율, M은 흡수에 관계 되 는 상수 (exci- 
tation과 fluorescence의 항을 포함한)이고 밑에 

쓴 문자 s 는 시료, a, b, c 등은 분석 원소를 표 

시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과 (2)의 기본 

식들은 희석을 한 시료들에서는 다음의 (3)과 

(4)식으로 변형시켜 줄 수 있다.

(农)「=也4日爲%肱淑 (3)

(WA+gyi ⑷

Q는희석인자즉 D=〔(시료의량+희 석제의 량)/ 

시료의 량〕이고, d는 희석 및 희석제를 의미한 

다.

(1)과 (3)식에서 다음의 (5)와 (6)식을 얻는 

다.

7女一-l=(2)-l)Pa 
x-^as/ d

P = Md
a Mas

(5)

(6)

표준시료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들을 얻을 수 

있고 *표시를 하여 분석시료에 대한 것과 구별 

하면 (1)과 (6)의 두식으로부터 (7)과 (8)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7)과 (8)식을 이용하여 정량식인 (9) 
식을 얻을 수 있다.

叹=肌* . .鼻 (9)

그리고 이 (9)식을 변형하면 다음 (10)식을 얻 

을 수 있다.

(R)8n = R • Wa (10)

(10)식에서

(Ra)con: = ｛쁯- , 碧~~'

&=一I— 
Wa*

(11)

이 다.

(9)식에서 우변 처음의 2항은 직접 표준시료 

의 비 교항이 고 마지 막 항은 희석에 의한 보정 항 

이 된다. 실제 분석 을 할때 Fa*는 표준시료를 

희석 한 것으로부터 미 리 구하여 놓고 분석시 료 

에 서 F와 직 접 표준시료 비 교값 ( 恥* • 吾) 

을 측정 하여 분석 원소의 무게 분률 를 羊한 

다. 여기서 사용한 巳와 R*를 분석 시료와 표 

준 시료의 희석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이 보정법 

을 희석 파라미터법이라고 한다. R 나 Fa* 는 

(5)식을 이용하여 구하는데 보통 0-1 =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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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의 희석 수준에서 구한다.

3. 실 험

분석시료 및 표준시료. 분석시료는 포항 종합 

제 철(주)에 납품되 고 있는 인도산 iron ores (철 

의 함량이 65 % 전후인)와 TiO2 백색 안료 추출 

용 호주산 ilmenites (철과 티탄의 함량이 각각 

25~35 % 범위인)를 사용하였다. 표준시료는 보 

증된 분석표가 있는 시료를 구할수가 없어서 분 

석시료들 중 한가지씩 선정하여 철은 dichromate 
에 의한 산화환원 적정법으로, 티탄은 아연一아 

말감으로 환원하여 Fe3+ 용액 적정법으로 5회 

이 상 분석 하였 다. 이 값들을 평 균하여 표준시 료 

의 믿을 수 있는 함량으로 사용하였디-.

이 표준시 료와 분석 시 료들을 희 석 제 (ZrC)2)로 

각각 1 : 1, 1 : 2, 1 : 3, 1 ： 4 등의 비 률로 희 석 

혼합하여 분말 상태로 만들어서 희석 파라미터 

를 구하고 분석 시료에서의 철과 티탄의 함량을 

구하였다.

X-선 세기의 측정. 철과 티탄의 형광 X-선 

세 기는 미국 Philips Electronic Instruments 사 

(Norelco) 의 Univeral Vacuun Spectrograph -f-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 측정 조건은 Table 1 과 같 

다.

Table 1. Measuring conditions for fluorescent X-ray 
intensities

Instrument Universal vacuum X-ray Spectro
graph, Norelco, U. S. A.

X-Ray tube W-Target, 40 kV, 20 mA
Detector Gas-flow proportional counter

Flow-gas ； P-10 gas (Argon 90- 
methane 10)

Detector voltage ; 1,400 V for Fe
1,500 V for Ti

Attenuation ； 1
Base line ； 0. 50 V
Window ； integral

Crystal LiF〔(200), 2d=4.028 A]
Measured lines FeKa (湧=57.45°, 57.58°)

TiKa (邪=86.07。，86. 28°)
Specimen Powder loaded on liquid cell (Spex)
Sample mask Dia. 20mm Al mask
Vacuum for Ti 그 150 ft

보통 광물시 료의 시 편 (specimen) 은 press 를 

사용하여 pellet 로 만들 든지, fusion bead를 만 

들어서 분석하여야 하는데 pellet의 경우 시료오］■ 

회석제 (ZrC)2)만으로 혼합된 분말은 좋은 상태의 

pellet을 얻기가 쉽지 않고, fusion bead법은 혼 

합된 분말에 flux를 더 첨가하여 용융해 야 하므 

로 2중 희석이 되어 희석 파라미터를 구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혼합된 

분말을 그대 로 프라스틱 의 liquid cell 에 얹 어 

다져서 시편으로 사용하였다.

4. 토론 및 결과

희석제의 선정. 분말을 이용한 X-선 형광분석에 

서는 보통 matrix effect를 적게 하기 위하여 

Li2CC>3나 1損84。7와 같은 질 량흡수계수가 적 은 

물질로 단순히 희석하여 분석한다. 그러나 본연 

구에서는 분석 X-선에 대한 희석제의 흡수효과 

를 역으로 이용하고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 

한 흡수를 하는 물질을 희석제로 선정해 야 한다. 

이와같은 희석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분석하고져 하는 원소의 스펙트럼선을 방 

해 하는 스펙트럼을 방출하지 않은 원소로 구성 

된 물질이어야 한다. 2) 분석 X-선에 대한적당 

한 희석 파라미터값을 줄 수 있는 질량흡수 계 

수를 갖는 물질 이 어 야 한다. 3) 극단적 으로 특 

이한 흡수현상을 나타내서는 안된다. 4) 분석시 

료와 비슷한 비중을 갖고 흡습성이 적어 기계적 

인혼합이 양호해야 한다. 5) 값이 싸서 실험실 

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 

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가열을 할 경우라도) 

이상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희석제로서 본 

실험에서는 ZrC>2를 선정하였다.

희 석 제 인 ZiQ 에서 0원자는 7庭"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TiKa선이나 FeKa선에 대한 질량 

흡수계수 값이 적고, 분석시료 (ores) 의 음이온 

부분이 거의 모두 oxide 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희석제로서의 흡수현상에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다만 Zr 원자는. TiKa 선이 나 FeKa 선에 

대한 질량흡수계수 값이 시료의 주성분 양이온인 

티탄이나 철의 TiKa, FeKa 선들에 대한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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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계수값 보다도 크던지 적던지 하여 큰 차 

이(4a〉ioo)를 갖기 때문에 흡수차에 의한 적 

당한 희석 파라미터값을 줄 수 있다.

또한 LiF(200) 단결정에 의한 TiKa 와 FeKa 
선들의 회 절각(2。) 은 86.12°와 57. 51° 이 고 Zr원 

소의 회 절 각들은 ZrKa=22. 58°, ZrKp=20. 05° 
로서 이들 스펙트럼에 대한 방해는 거의 없고, 

ZrO2의 비 중은 5.89로서 비 중이 5. 24정 도인 iron 
ore(Fe2()3)나 4. 5〜5.0 정 도인 ilmenite 와는 비 

중 차이가 별로 크지 않고, 흡습성이 적어서 혼 

합이 균일하게 잘 되므로 희석제로서 적당하다 

고 생각된다.

정량식의 타당성. 앞에서 유도한 정 량식의 타 

당성을 검토하려면 (5)식에서 시료와 희석제의 

혼합비가 변하여도 희석 파라미 터 인 R값이 언제 

나 일정한 값을 갖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一 1의 값이 0, 1, 2, 3 되게 희석시키고 이 

들 시료로부터 형광 X-선 세기를 측정하여 D— 

1에 대한 L/(L)dT을 도시한 곡선이 직선으 

로 얻어져야 한다. 이 직선의 기울기에서 희석 

파라미터를구한다.

본 실험에서 표준 시료와 각 분석시료에 대하 

여 얻은 곡선들이 직선인 것을 알았고 따라서 정 

량식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음을 알았다. 대 

표적으로 ilmenite C 와 Indian iron ore—7508 
시료에 대한 도시를 F/g. 1 에 나타냈다.

표준시료. 표준시료는 분석시료의 matrix 와 

가능한 한 같은 matrix를 갖는 시 료를 사용해 야 

한다. NBS와 같이 권위있는 기관에서 신뢰성있 

는 분석표를 붙혀서 제공되는 표준물을 사용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와같은 표준물이 

없는 경우에는 분석시료의 조성이 비슷하게 순 

수한 성 분 원소들을 혼합하여 만든 합성 표준물 

을 사용하던지, 시료들 중 적당한 것을 선정하

Table 2. Mass absorption coefficients for FeKa and
TiKa lines.

Absorber FeKa y=l. 937A) TiKa(】=2.74fiA)

0 24.5 65.7
Ti 377.5 110-6
Fe 71.4 185.6
Zr 257.2 668.1

여 습식법이나 다른 적당한 분석법으로 여러번 

반복 분석하여 정확한 성분 함량을 구한 시료를 

표준물로 사용한다.

본 실험에서는 ilmenite의 경우 적당한 표준물 

이 없어서 시 약급의 TiO2와 FeO들 혼합하여 표 

준시료로 사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희석에 따른 희석 파라미터값은 일정 

하지만 이 값을 이용한 시료에서의 철이나 티탄 

의 분석 값은 습식분석 결과와 큰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이는 시 약급으로 혼합하여 준 표준시료 

와 분석 시 분료들의 matrix effect의 차이 가 희 석 

제인 Zr。? 로 희석하여도 보정이 안될 정도로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Iron ore 인 경우에도 시 약 

급의 Fe2<)3나 NBS의 iron ore 표준물을 사용하 

여 분석 하고져 하였으나 ilmenite 에 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희석 파라미터값은 일정하지만 이 값 

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습식법에 의한 값과 

차이가 많이 남을 볼 수.있었다. 이것도 또한 

시 약급의 Fe2O3 나 NBS 의 iron ore 표준물과 

Indian iron ore 사이 의 matrix 차이 는 ZrC>2 에 

의한 희석으로서도 보정하여 줄 수 없음을 보여 

준 것이다

따라서 두 시료의 경우 모두 시료들 중 한 시

Fig. 1. Linearities between Za/(4)d-i and D—l on 
samples diluted with ZrOz-

Vol. 25, No. 3, 1981



188 金榮相•李鍾旭

Table 3. Analytical results.
(a) Fe in ilmenites

Sample WET(%) XRF(%) S.D.fl

Ilmenite A 28. 30 28. 75 0.29
Ilmenite B 28.96 28. 51 0- 25
Ilmenite C 33.84 33- 47 0- 49
Ilmenite D 34.19 33. 57

(b) Ti in ilmenites

Sample WET(%) XRF(%) S. Da.

Ilmenite A 32.28 32.49 0- 41
Ilmenite B 33-24 32.87 0.17
Ilmenite C 30.09 30-12 0- 31
Ilmenite D 29.37 29. 52

(c) Fe in Indian iron ores

Sample WET(%) XRF(%) R. E.("

7502 63-6 64.5 + 1.4
7503 65.3 65.3 0
7504 64.2 64.0 一 0.31
7507 63.3 63.0 一 0.47
7508 65.5 65・8 4-0.46

*a : Standard deviation for the dilution parameter me-
thod. relative error of 나)e XRF data to the WET
data

료를 선정하여 습식 분석법으로 정확히 분석한 

것을 표준시료로 사용하였다. 같은 계통의 시료 

들이므로 matrix 차이가 ZrQ에 의한 희석으로 

보정 이 가능할 정도로 적 어서 Table 3 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습식분석 결과들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X-선 형광분석법은 재현성은 좋은 방법이므로 

본 실험에서도 한 시료를 12번 분석한 결과들로 

부터 얻은 표준편차가 Table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단히 적어서 정밀도가 좋음을 보여 주었 

다. 또한 습식분석 결과와의 차이도 상대오차 2 
%이내로 정확도도 좋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1)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시료 

와 matrix가 아주 비 슷한 표준시 료 한 가지 만 있 

으면 정확하고 재현성있는 분석을 신속하고 용 

이하게 할 수 있다.

(2) 적당한 희석제를 선정하여 희석 파라미터 

법의 식들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게 하 

고 그 값을 이용하여 적은 차이의 matrix effect 
들을 보정하여 주는 것이 가능하다.

(3) 실험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시료와 분석 

시 료 사이 의 큰 matrix 차이 는 완전 히 보정 할 수 

없다.

(4) 보통 X-선 형 광분석 법 의 응용범 위 (0. 01 
~10 % 정 도) 보다 많은 함량의 원소 즉 주성 분 

원소도 그리 큰 오차를 주지 않으면서 분석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희석 파라미터법을 이용하여 ilme
nite 나 Indian iron ore 등의 많은 시 료 중의 주 

성분 원소를 비교적 정확히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음을 알았다.

인 용 문 헌

1. I. M. Kolthoff, E. B. Sandell, E. J. Meehan 
and S. Bruckenstein, "Quantitative Chemical 
Analysis", 4th Ed., P. 832~834, The Macmillan 

Company, New York, U. S. A., 1969.
2. G. F. Smith and W. W. Brandt, Anal. Chem., 

21, 948(1949).
3. M. Codell, **Analytical Chemistry of Titanium 

Metals and Compounds", P. 338~339. John Wiley 
& Sons, New York, U. S. A., 1959.

4. 高橋義人，淺田榮一，分析化學，11, 926 (1962).
5. W. J. Compbell and H. F. Carl, Anal. Chem., 

29, 100 (1957).
6. 桃木弘三，松岡壽人，井上堯夫，石川悦治，分析化 

学，9, 432(1960).
7. D. A. Norton, Amer. Mineralogist, 42, 49 (1957) •

8. H. W. Dunn, ORNL-1917 (1955).
9. Y. C. Wong and S. Seevaratnam, Analyst, 96, 

562 (1971).
10. R. W. Brown, Geochem. Cosmochim. Acta, 41, 

435 (1977).
11. 김영상, "용액법에 의한 광석중 황, 철, 구리, 코 

발트의 X-선 형광분석”,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73.
12. J. Sherman, Spectochim, Acta, 7, 283 (1955).

13. T. Shiraiwa and N. Fujino, Japan J. Appl.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회석 파라미터법에 의한 철광석 중 철과 티탄의 X-선 형광분석 189

Phys., 5, 886 (1966).
14. 白岩俊男，藤野允克，原田武男，鉄上鋼，10(13), 

1900 (1974).
15. H. J. Lucas-Tooth and C. Pyne, Adv. X-Ray 

Anal., 7, 523 (1964).
16- J. W. Criss and L. S. Birks, Anal. Chem.t 40, 

1080 (1968).

17. S. D. Rasberry and K. F. J. Heinrich, Anal. 

Chem(, 46, 81 (1974).
18. F. Claisse and T. P. Thinh, Anal. Chenin 51, 

954 (1979).
19- Ken-ichi Jsutsumi, Japan Analyst, 13, 635 

(1964).
20. Ken-ichi Tsutsumi, ibid,t 13, 645 (1964).

Vol. 25, No. 3, 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