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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체시료 중의 미량수은정량을 glassy carbon 전극을 사용하는 네모파 산화전극벗김 전압전류 

법으로 연구하였다. 생체시료는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질산과 황산 그리고 과망간산 칼륨으로 충분히 온 

침시켰다. 수은의 검출한계는 석출시간, 석출전위, pH, 그리고 저어줌속도 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았다. 

-1.0 volts에서 240초간 400rpm으로 저어주면서 수은을 석출하였을 때 검출한계는 0.5ppb(2.5X 10-9的 

이하였다. 이 방법은 분석시간이 짧고 감도가 높기 때문에 생체시료 중의 미량수은 분석에 유용하였다•

ABSTRACT. The determination of trace level mercury in bio-materials has been investigated by 
the square wave anodic stripping voltammetry (ASV)-technique at glassy carbon electrode. Prior to analy
sis, the bio-materials were digested with HNO3/H2SO4 mixture and KMnO4 was added to complete the 
oxidation. The detection limit of the mercury varied greatly with deposition time, deposition potential, 
pH and stirring rate. When deposition is carried out for 240 sec with 400 rpm stirring at -1.0 volts 
vs. Ag/AgCl, the detection limit was below 0.5ppb (2.5X10-9Af). The method is recommended for trace 
level mercury analysis of biomaterials because this procedure is time saving and has higher sensitivity.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살균제의 주종을 이루고 있던 유 

기 수은계 살균제의 제조 및 사용을 1978년부터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정책적인 억제에도 

불구하고 농약과 전지 등의 사용과 각 산업시설에 

의한 수은의 배출은 우리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수은중옥의 증상으로는 금속수은의 경우 고농도의 

수은증기를 흡입하면 급성중독으로 폐렴이나 신장 

기능 장해가 유발된다. 온도계 제조공장이나 수은 

광산에서 보이는 만성중독의 경우 불면, 식욕부진, 

무기력증, 신기능 부전, 구내염 등이 전형적인 중독 

증상으로 나타나며, 무기수은이 경구적으로 섭취되 

었을 때는 위장의 작열감을 수반하는 통증, 구토, 

설사 등의 격심한 소화기계 장해를 일으킨다. 또한 

유기수은의 경우는 급성과 만성중독 모두 전형적인 

증상에는 별로 차이가 없으나, 처음에는 구순 주변 

이나 사지말단의 지각이상으로 시작되어 운동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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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음장애, 청력장애, 구심성 시야협착, 정신이상 등 

신경계 장해가 주로 일어난다% 이상과 같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수은 화합물에 대한 여러가지 

검출방법들이 그 동안 많이 보고된 바 있으나 생 

체내에 흡수되는 미량의 수은 화합물을 검출하는 

대부분의 분석방법들은 비교적 복잡한 전처리 과정 

과 분석조건들에 따른 검출한계 그리고 분석에 소 

요되는 시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보고된 수은 화합물 분석방법으로는 보통 원자흡광 

분석법3~6, 자외선 비색법.9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미분 펄스 폴라로그래피를 이용한 양극벗김 

법이 일부 보고된 바 있다. 초기의 폴라로그래 

피는 주로 무기물질을 대상으로 한 분석 및 전극 

반응을 규명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정량분석의 측정 범위는 10-3-1(厂6心 정도였다. 그 

러나 근래 전자공학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전해방 

식과 전기화학적 측정방법의 도입으로 펄스 차이 

폴라로그래피, 네모파 전압전류법 (SWV) 및 벗김 

전압전류법 등의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분 

석감도 및 분리도가 크게 향상되어 10^9-10 
정도의 극미량(0.1 ppb)까지도 측정할 수 있게 되었 

다 1Z1 응

본 연구에서는 신속성과 감도면에서 유리한 네모 

파 산화전극벗김 전압전류법(SWASV)을 이용하여 

석출시간, 석출전위, 저어줌 속도, pH, 주파수 등 

여러가지 분석조건의 변화에 따라 피이크 전류값을 

조사하고 검출농도 한계와 분석의 최적조건을 제시 

하였다. 또한, 수은 검출시 공존할 수 있는 카드뮴, 

구리, 니켈 납, 아연 등 미량 중금속의 영향을 조 

사하고, 일정기간 동안 수은을 경구투여한 쥐의 생체 

시료(간, 뇌, 신장) 중에 흡수된 수은에 대한 응용 

분석도 시도하였다.

실 험

A| 약. 본 실험에서 사용한 nitric acid, sul

furic acid, hydrochloric acid, potassium permanga
nate, hydroxylamine-hydrochloride, ammonia wa
ter, potassium thiocyanate 등은 GR급 시약(Ald- 

rich제)을 사용하였다.

수은 표준 용액은 원자 흡광용 표준시약(Junsei제) 

을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조제하였다. 실험에서 사 

용한 물은 1차 증류수를 Millipore Milli-Q에 통과 

시킨 탈이온수를 사용하였다.

실험 용액의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질소는 

시판용을 구입하여 vanadous chloride 용액과 염기 

성 pyrogallol 용액 그리고 calcium chloride 층에 

통과시킨 후 사용하였다.

실험기기. PARC model 303A static mercury 
drop electrode(ohmic drop 보상을 위한 3전극형)와 

PARC model 305 magnetic stirrer가 연결된 EG & 
G PARC model 384B polarography analyzer에 

PARC model RE0093 digital plotter를 이용하여 

voltammogram을 얻었다. 작업 전극은 glassy car- 
bon을, 기준전극은 Ag/AgCl(PARC model GO159) 
을, 상대전극은 백금선을 사용하였다. 생체시료 분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은 분석용 quartz cell 
analyzer가 부착된 원자흡광 분광장치 (Varian AA- 
875)를 사용하였다. pH 측정은 Orion Research사의 

model EA 940 digital pH-meter를 사용하였다.

실험방법. 염산 용액으로 pH를 맞추어둔 지지 

전해질 10.0 m2를 취하여 cell에 넣고 EG & G의 자동 

프로그램을 펄스 높이 20 mV, 주사 증가량 2 mV로 

고정하였다. 적절한 석출전위에서 선택한 시간 만큼 

석출을 시행한 다음 양전위쪽으로 200mV/sec씩 

주사하면서 벗김 전압전류곡선을 얻었다. 석출시간, 

석출전위, 주파수, 저어줌속도, 측정용액의 pH에 따 

른 벗김 피이크 전류값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수은 

표준용액의 농도에 따른 벗김 피이크 전류값의 변 

화를 조사하여 표준검량선을 작성하였다.

생체시료 분석응용. 체중 200g 내외의 Sprague 
Dawley종 수컷 횐쥐를 실험동물로 선택하여 염화 

수은을 탈이온 증류수에 녹여 매일 lOmggkgdO 
ppm)씩 10일동안 경구투여하였다. 뇌, 간, 신장을 

부분별로 채취하여 증류수로 세척하고 一40°C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냉동 건조한 후 Johnson 등의 

방법에m2。따라 습식탄화시켜 얻은 전처리액을 표 

준시료 실험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벗김 전압전류곡 

선을 얻어 각 장기에 흡수된 수은의 함량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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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저어줌 속도의 영향. Fig.l은 lppb 수은 표준 

용액을 젓지 않은 상태에서(A), 그리고 석출과 벗김 

때에 400rpm(B) 과 700rpm(C) 의 속도로 저어주는 

상태에서 양극벗김 피이크 전류값을 측정하여 비교 

한 것이다. 용액을 저어주는 속도가 빠를수록 주어진 

시간당 전극표면에 석출되는 수은의 양이 많아지므 

로 피이크 전류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l 

에서 lppb 수은을 기준으로 볼 때 저어주지 않는 

조건에서는 피이크 전류값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400 
rpm(B)으로 저어줄 때는 210 nA, 700rpm(C)으로 

저어줄 때는 433nA로 점점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저어주는 속도를 증가시 

키거나 조절하는데 따라서 미량인 경우에도 정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석출 전위의 영향. Fig.2는 lOppb 수은 표준용 

액을 석출시간 240초 pH 2.5의 조건에서 석출전위를 

변화시키면서 SWASV 방법으로 얻어진 피이크 전 

류값을 도시한 그림이다. 석출전위가 一0.4 volts에서 

-1.0 volts로 변함에 따라 점차로 피이크 전류값이

Violas vs. Ag/AgC】

Fig. 1. Dependence of the SWASV peak current on 
the stirring rate for 1 ppb mercury solution. A; non
stirring, 1 ppb. B; Stirring at 400 rpm, 1 ppb(210 nA). 
C; Stirring at 700 rpm, 1 ppb (433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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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一1.0 volts보다 음전위로 변할 경우에는 

다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一1.0 volts 이 

상의 센 음전위를 걸어줄수록 전극표면에 수은이 

강하고 조밀하게 환원된 상태가 되어 양극벗김할 때 

환원된 성분의 용해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가장 높은 피이크 전류 

값을 얻을 수 있는 一1.0 volts를 석출 전위로 선택 

하였으며 이것은 석출전위를 반파전위보다 0.3-0.5

Fig. 2. Effect of deposition potential on the SWASV 
peak current for 10 ppb mercury solution.

Fig. 3. Effect of pH on the SWASV peak current for 
lOppb mercury solution at the deposition time 24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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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frequency (Hz) on the SWASV peak 
current for 10 ppb mercury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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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pendence of the SWASV peak current on 
the deposition time for 10 ppb mercury solution.

volts 정도 더 음전위 쪽으로 잡는 것이 좋다는 제 

안과도 일치하는 것이다가.

pH의 영 향. Fig. 3은 10 ppb 수은 표준용액 에 

대하여 석출시간 240i, 석출전위 一1.0 volts의 조 

건에서 pH를 변화시키면서 SWASV 방법으로 얻어 

진 피이크 전류값을 나타낸 것이다. pH 1에서부터 

피이크 전류값이 증가되기 시작하여 pH2와 pH 2.5 
사이에서 가장 큰 값을 보여 주었으며 pH 2.8 이후 

부터는 다시 감소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pH가 

증가할수록 수은이 수산화물로 침전되었는데 기인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든 측정용액을 pH 2.5 
인 조건에 맞추고 실험하였다.

주파수 변화의 영향. Fig. 4는 10 ppb 수은 표준 

용액에 대하여 석출시간 240초, pH2.5인 조건에서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피이크 전류값을 비교한 것 

이다. 확산전류는 주파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는데끄, 

F讶.4에서 SWASV법으로 얻어진 피이크 전류도 주 

파수가 커짐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파수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오히려 피이크 전 

류값이 불안정23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높은 

피이크 전류값을 안정하게 얻기 위하여 100Hz의 

주파수를 선택하였다.

석출시간의 영향. Fig. 5는 10 ppb 수은 표준용 

액을 400rpm으로 저어준 조건에서 석출시간의 변 

화에 따른 음극 벗김 피이크 전류값을 비교한 것 

이다. 석출시간 5~6분까지는 전류값이 거의 직선 

으로 증가하다가 7분이 경과하면 증가폭이 점점 

적어지면서 전류값의 재현성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피이크 전류값과 표면적에 흡착석 

출되는 수은 양이 어느 일정한 석출시간까지는 비 

례하지만 그 이상의 석출시간에서는 전극의 표면적 

에 대한 수은의 포화 효과나 수은과 불순물 금속 

이온과의 intermetallic 효과 등으로 편차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된다껴.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석출시간 

을 240초로 선택하였다.

금속이온 첨가의 영향. Fig, 6은 10 ppb 수은 표 

준용액에 각각 카드뮴, 구리, 니켈, 납, 아연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수은의 피이크 전류값의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카드뮴과 구리가 수은농도보다 2~3배 

정도 많이 존재할 때 아말감 형성시 카드뮴의 수은에 

대한 높은 용해도와 구리의 intermetallic 효과2'로 

인하여 수은의 피이크 전류값이 증가하였으며 니켈, 

납, 아연 등은 10배 이상이 존재하여도 수은에 대한 

그들의 반파전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피이크 전류 

값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원소들이 소량으로 첨가되었을 때 피이크 전류의 

증감이 나타나는 것은 각 원소들의 수은 아말감 

형성에 대한 용해도의 차이와 intermetallic 효과 

등의 영향 때문으로 보여진다.

피이크 전류의 농도 의존성. 석출시간 2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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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dependence of the ip values of mercury 
(10 ppb) on the ratio [M"+]/EHg2+] in KSCN media. 
(A) Cd", (B) Cu2+, (C) Zn2+, (D) Pb2+, (E) Ni2+.

Fig. 7. Calibration curve for the square wave anodic 
stripping voltammetric determination of mercury in 
0.1 Af KSCN solution. pH, 2.5; Deposition time, 240 
sec; Deposition potential, —1.0 V; Frequency, 100 
Hz; Stirring rate, 400 rpm.

석출전위 一 1.0 volts, pH 2.5, 주파수 100 Hz의 분 

석조건에서 용액을 400rpm의 속도로 저으면서 얻 

어진 수은 표준용액의 농도 변화에 대한 피이크 

전류값을 P液.7에 나타내었다. 이 조건에서 0.5 

ppb부터 100 ppb 이상의 범위까지 좋은 농도 비례를 

보여주었으며 검량선에서의 검량감도는 0.113 이었 

다. 이 결과는 저어주지 않은 상태와 비교하여 볼 

때 저어줌의 효과가 매우 크므로 저어줌의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조절하면 0.1 ppb 정도의 극미량도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생체 시료 분석에의 응용. 이상의 실험을 통하여 

수은 분석의 최적조건을 조사하였고 이를 실제 생체 

시료 중에 들어 있는 수은 분석에 응용하였다. 생체 

시료로는 염화수은을 매일 10 mg/kg(10 ppm)씩 10 
일 동안 경구투여한 Sprague-Dawley종 횐쥐의 뇌, 

간, 신장을 각 장기별로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0.09- 
0.23g 범위로 냉동건조된 각 장기를 전처리하여 10.0 
m2씩 되도록 시료용액으로 만들었다. 저어주지 않을 

때는 1.0 mZ, 400rpm으로 저어줄 때는 0.1 mZ의 시 

료용액을 취하여 전해용기에 옮기고 지지전해질 용 

액으로 10.0mZ가 되도록 한 다음 표준시료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네모파 전극전류벗김 전압전류곡 

선을 얻었다. 이때 얻어진 피이크 전류값을 표준 

검정곡선 범위에 적용하여(표준용액 첨가방법으로도

Table 1. Contained mercury (ppm for 100 mg sample 
weight) in brain, liver and kidney of mouse

mean± SD

Non-stirring0
Stirring at
400 rpm*

AASf

Brain 1.8± 0.7 1.8± 0.3
Liver 45.2±2.2 49.9± 4.1 48.2± 3.3
Kidney 71.1+3.0 77.0± 5.1 74.9± 3.7

"Deposition time 240 sec, deposition potential —1.0 
volts, pH 2.5, frequency 100 Hz. 'Deposition time 240 
sec, deposition potential —1.0 volts, pH 2.5, freque
ncy 100 Hz, stirring at 400 rpm. '253.7 nm mercury 
resonance line at cold mercury vapor cell.

확인하였음) 정량하였으며 희석율을 감안하여 생체 

시료 각각의 0.1g 중에 들어있는 수은의 함량으로 

환산하였다. 또한 측정용액을 저어주었을 때와 젓지 

않았을 때의 피이크 전류값들과 석영 용기를 이용한 

원자흡광분석법으로 얻어진 결과를 비교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뇌에 수은이 가장 적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어주지 않을 때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400 rpm으로 저어줄 때에는 1~2 ppb 정 

도가 검출되었다. Table 1에서 원자흡광분석의 결 

과와 비교하여 볼 때 오차 허용범위에서 서로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비교적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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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수은을 미량정량할 수 있는 SWASV법은 

생체물질의 수은 분석에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SWASV를 이용한 수은 분석은 석출시간 240sec, 

석출전위 —L0 volts, pH 2.5, 주파수 100 Hz인 상 

태에서 가장 적합하였다. 용액을 젓지 않았을 때 10 

ppb에서 20 ppm 정도까지 농도비례가 잘 되었고 

용액을 400rpm의 속도로 저으면서 실험하였을 때는 

0.5ppb에서 100 ppb 정도까지 농도 비례가 잘 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카드뮴, 구리, 니켈 납, 아연 등 

다른 금속이온이 존재하여도 농도 의존이 가능하였 

으나 카드뮴과 구리가 많이 존재할 때는 intermetal

lic 효과로 수은 피이크 전류값의 오차가 크게 증 

가하였다.

이상의 분석법을 일정기간 동안 염화 수은 경구 

투여한 쥐로부터 얻어진 생체시료의 수은 정량에 

응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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