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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형광체로서 4,5-dihydroxy-1,3-benzenedisulfonic acid(Timn)를 이용총］여 수용액속의 Fe(IU)를 정 

량할 수 있는 분광형광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물에 잘 용해되는 Tiron은 좋은 형광시약이지만, 와 착물을

이루면 소광 효과로 인해 형광의 세기가 Fe(UI)의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였다. pH 4.5에서 Fe(HD에 의해 소 

광 효과를 보여주는 Tiron의 들뜸 및 형광 파장은 각각 312 nm와 341 nm이었다. 감도는 Tiron의 농도가 1-0X 

WW 때 가장 좋았다. 소광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Fe(m)-Tiron 착물 용액을 80에서 90분 동안 가열 

하였다. Fe(m＞의 경우 가장 방해하는 이온은 Cu(n)이었는데 , 이는 pH를 조절하거나 EDTA를 넣어주므로서 

방해효과를 없앨 수 있었다. Fe(III)의 직선 농도범위는 5.0X l/M에서 6.0X 1(尸m끼지 이었다 이 제시된 방 

법의 검출한계는 2.8X 10*M이었고, 합성시료에서 Fe(HI)의 회수는 거의 정량적으로 이루어졌다. 실험결과를 종 

합하여 보면, 이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면 실제 시료에 들어있는 Fe(IH)을 정량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pectrofluorimetric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Fe(III) in aqueous solution with 4,5- 
dihydroxy- 1,3-benzenedisulfonic acid(Tiron) as a fluorimetric reporter was developed. Tiron, which is very 
soluble in water, is a good fluorimetric reagent. However, when Tiron was complexed with Fe(III), the 
fluorescent intensity was decreased proportionally with the concentration of Fe(III) by a quenching effect. The 
excitation and fluorescence wavelength of Tiron showing the quenching effect by Fe(III) at pH 4.5 were 
312 nm and 341 nm, respectively. The highest sensitivities were shown at liron concentration of 1.0 X 1(尸M. 

To enhance the quenching effect, the Fe(III)-Tiron complex s이ution was heated to 80 °C for 90 minutes. As 
for Fe(III), the most interfering ion was Cu(II). The interference effects could be mostly eliminated by pH 
adjustment or by adding EDTA. The concentration ranges showing the linear response to Fe(III) was from 5.0 
X 1(尸M to 6.0 X 10-5M. With this proposed method, the detection limits of Fe(III) was 2.8 X 10-6M. Recovery 

of Fe(III) in a synthetic sample was almost quantitative. Based on experimental results, it is proposed that the 

above technique can be applied to the practical determination of Fe(III).

서 론

각종 분광광도법, 전기화학 분석법, 크로마토그래피 

법 그리고 방사화학 분석법 등을 이용하여 여러 시료 

에 들어 있는 금속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 

속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런 분석법들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분굉，형광법 

을 이용하여 금속을 정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 

구하였다.

— 423 —



424 金惠善•崔熙善

분광형광법은 금속이온들을 형광시약과 착물을 형 

성하게 하여 형광의 세기를 증가시켜 여러 금속들을 

정량하는데 이용하였고,“ 형광을 발하는 물질의 물리 

적 성질을 연구하는 데도 이용되었다지。또 금속이온을 

정량하기 위해 미셀 용액을 이용한 경우도 있고,^3 삼 

성분 착물을 만들어 연구한 예도 있다.岫5 그리고 실 

제시료에 들어 있는 금속 및 여러 생화학 물질을 정 

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되어 왔다.心3

본 연구는 수용액에 존재하는 금속 이온을 정량하 

는데 금속이온이 형광체와 착물을 형성하므로서 정적 

소광(static quenching)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하였 

다. 4,5-dihydroxy-1,3-benzenedisulfonic acid(Tiron)은은 

형광을 잘 발하는 형광체이지만, 금속이온들과 착물을 

일단 형성하게 되면 광원의 복사선에 의해 들뜨더라 

도 형광을 발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형광체의 형광세기는 금속이온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더욱 더 감소하게 된다.

이런 형광 세기의 감소 효과를 이용하여 연구한 예 

를 살펴보면, 토양에 들어있는 mercury(II＞를 roda- 

mine B의 형광 감소 효과를 이용하여 정량하였고," 

Tb3+-Tiron 착물을 이용하여 DNA와 RNA를 정량하였 

고,저 sodium dodecylsulfate 미셀에서 금속에 의한 

pyrene의 형광 감소 효과를 실험하였고,"，26 mercury 

(III) 착물에 의한 amphiphiles의 형광의 감소 효과를 

이용하여 Hg(II)를 정량한 것27이 있다.

Tirorr은 Fe(UI)과 반응하여 물에 용해될 수 있는 킬 

레이트를 형성한다. 이때 발색되는 빛깔은 용액의 pH 

에 따라 달라지는데, pH 5 이하에서는 빨간색으로 된 

다. 이 킬레이트는 상당히 안정하여 Fe(III)이 FW나 

타르타르산, 시트르산이 들어있더라도, 이 착물반응으 

로 철의 착이온이 형성되어 발색한다. Tirort은 여러 

금속이온들과 반응하여 발색을 하는데 이중에서 Cu와 

는 녹황색의 착물을 형성하므로, Fe(UI)와의 반응을 

부분적으로 방해하기도 한다. Tiron과 Fe(III)-Tiron 착 

물의 구조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4,5-dihydroxy-1,3-benzenedisulfonic acid 

(Tiron)을 사용하여 Fe(III＞을 정량하는 것이다. 보통 

킬레이트제가 금속과 착물을 만들면 착물이 더 단단 

하게 되어 킬레이트제의 형광 양자 수율이 크게 증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 

한 정적 소광이 일어나 Tiron 자체의 형광 세기가 Fe 

(III) 이온으로 인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tn)
Fig. 1. Structure of 4,5-dihydroxy-1,3-benzenedisulfonic 
acid(Tiron) (I) and that of Fe (III)-Tiron complex (HI) at pH 
4.5.

Fe(IH)을 정량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실 험

시 약. 4,5-dihydroxy-1,3-benzenedisulfonic acid 

(Tiron)는 Aldrid사의 제품이며, 필요할 때마다 적절 

한 농도를 만들어 즉시 사용하였고, Fe(III) 저장용액 

은 Aldrich사의 iron(III) nitrate를 탈염수로 녹여 1.0 

X lO^M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pH 4.5의 완충 용액은 

0.2M sodium acetate(Junsei Chemical Co.)와 0.2M 

acetic acid(Junsei Chemical Co.)를 사용하여 pH 측 

정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실험에서 사용된 기타 시 

약들은 시판 분석용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시약 제품 

을 정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증류 

수는 1차 증류한 후 Bamstead사의 2차 증류수 제조 

기를 사용하여 정제된 탈염수를 사용하였다.

기 기. 분광 형광계는 Perkin Elmer사의 LS-5O을 

사용하였으며, 들뜸 스펙트럼과 형광 스펙트럼의 슬릿 

나비는 모두 2.5 nmS. 하여 측정되었다. 모든 형광 측 

정은 실온에서 1.0 cm 석영 용기를 사용하였으며 시료 

용액 속에 들어 있는 산소를 제거하였을 때와 제거하 

지 않았을 때의 형광 측정값에서 차이가 없었기 때문 

에 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질소 기체를 주입하지 않고 

측정하였다. 불꽃 원자 흡광광도계는 GBC사의 903을 

사용하였으며 pH 측정기는 Bantex사의 digital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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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er 300A를 사용하였고, 항상 사용하기 전에 완중 

용액으로 검정하였다.

합성시료. 분석화학종인 Fe(in)의 농도가 2.0X 1CLM 

이고, NH.F, Nal, 및 MgCL의 농도는 1.0X10-2M, 

Cd(NQ)와 Co(NO3)2의 농도는 5.0X lO^M, 그리고 

Zn(NO3)2의 농도는 I.OXIOTm이 되도록 하여 100 

mL 용액을 만들었다.

실험방법. 여러 개의 10mL 부피 플라스크 각각에 

표준용액인 Fe(III)의 최종 농도가 5.0Xl(尸M부터 6.0 

X IbM이 되도록 일정량을 넣은 후 pH 4.5인 완충 

용액 5.0mL를 가하고 l.OXIO-'M Tiron 1.0mL를 

가한 다음 눈금까지 탈염수로 채워 표준용액을 만들 

었다. 그 다음 80。0에서 90분 동안 가열하고 실온까 

지 식힌 후 들뜸파장으로 312nm를, 형광파장으로 

341 nm를 이용하여 형광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Tiron의 들뜸과 형광 스펙트럼. pH 4.5에서 1.0X 

10 2M Tiron 용액 과 LOXlbW Tiron 용액 에 Fe 

(III)를 1.0X10"6M~6.0X10-5M 농도가 되게 넣은 용 

액의 들뜸 스펙트럼과 형광 스펙트럼을 Fig. 2와 3에 

각각 나타내었다. Fe(III)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들 

뜸 스펙트럼(파장: 312 nm)과 형광 스펙트럼(파장: 

341 nm＞의 형광 세기가 각각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 

다. 이는 Tiron이 형광체로, Fe(IH)가 소광체로 작용하 

여 Tiron이 형광을 발하던 것이 금속과 착물을 형성하 

면서 농도 범위에서 정적 소광이 정량적으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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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citation spectra of Tiron as the concentrations of 
Fe(III). (a) Tiron 1.0X10*2M, (b) Tiron 1.0X10-2M+Fe(in) 
l.OXlbM, (c) Tiron 1.0X10"2M+Fe(III) 1.0X10"5M, (d) 
Tiron 1.0X10-2M +Fe(III) 2.0X10~5M, (e) Tiron 1.0X10"2 
M+Fe(III) 4.0X10~5M, (f) Tiron 1.0X10^2M+Fe(III) 6.0 
X1O"5M.

fisues

8
U
8
S
은

。고
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60 600 850 7OO 750 800850000 

Wavelength (nm)

Fig. 3. Fluorescence spectra of Tiron as the concentrations of 
Fe(ffl). (a) Tiron 1.0X10~2M, (b) Trion 1.0X10"2M+Fe(III) 
I.OXIO^M, (c) Tiron 1.0X10-2M+Fe(III) 1.0X10"5M, (d) 
Tiron 1.0X10"2M+Fe(in)2.0X10^M, (e) Tiron 1.0X10 2M+ 
Fe(in)4.0X10"5M, (f) Tiron 1.0X10^M+Fe(ni) 6.0X10"5M.

기 때문이다.

실험 과정 중에서 Tiron의 형광 세기가 적은 정도 

이기는 하나, 변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RSD 

=0.02), 이런 변동은 정량분석에 큰 상대 오차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Tiron 

용액에 금속이온들이 존재하면 Tiron舟 형광 세기가 

약 10배정도 안정해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RSD= 

0.002). 그리고 Tiron만 그리고 Tiron 용액에 Fe(III)가 

들어 있을 때의 Tiron의 형광 세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Tiron만 그 

리고 Fe(III)가 들어 있는 Tiron의 형광 세기의 차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느 

시간에 형광을 측정하여도 형광세기의 감소 정도의 측 

정에는 관계가 별로 없다. 그러나 용액을 만들자마자 

측정하면 형광의 변동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적 

당한 시간을 기다린 후 측정할 필요가 있었다.

Tiron 농도의 영향. 일정한 Fe(ffl) 농도 범위 (5.0X 

10-7M~3.0X 10~5M) 내에서 Tiron 농도에 따라 형광 

세기의 감소 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형광의 세기가 가장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감도가 가장 좋은 것이므로 Fe(III＞의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형광의 세기가 가장 급하게 감소되는, 즉 

음의 기울기가 가장 큰 직선을 나타내는 Tiror创 농도 

를 알아보았다. Tiron의 농도가 1.0X 1(尸21일 때 음의 

기울기가 가장 컸다. 이 때 Tiron의 농도가 낮을 때에 

는 Fe(III)의 측정농도 범위에서 정량적으로 착물을 형 

성하지 못하여 기울기가 작은 것으로 예상되며 , 또 농 

도가 너무 클 때에는 Fe(IH)에 의한 소광효과가 형광

1999, Vol. 43,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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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the concentration of Tiron on the 
fluorescence quenching curves of Tiron in the presence of 
Fe(III) (5.0〉시(尸M 〜 3.0X10-5M). (Concentration of Tiron, 
O : 50X1(尸M, V : 8.0X10"5M, □ : I.OXIO^M, ◊ : 5.0X10-3 
M, △ : 1.0X10"2 M, O： 5.0X10-2M).

체의 자체소광에 가려져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고 볼 수 있다.

pH 효과. pH에 따라 사용되는 다른 완충용액, 즉 

전해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들뜸 파장과 형광 파장이 

변화되고 형광의 세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도 금속의 착물이 형성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 

광의 세기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예상되어 금속 이온 

이 들어 있을 때 pH에 따라 Tiron의 형광 세기의 감 

소 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일정 

한 Fe(III) 농도 범위(5.0X10-7m〜3.0X10-5m)내에 

서 pH 변화에 따라 Tirol西 형광 세기의 감소 효과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pH에 따른 형광 세기의 감 

소 효과에 따라 기울기가 가장 큰 pl｛는 4.5일 때이었 

다. 이보다 pH가 작은 쪽으로 가면 Tiron；이 배위자리 

에 있는 산소원자가 양성자와 더욱 잘 결합을 하게

200」--- 1----------- 1-------—,----------- 1------------ ,----------- 1----------- 1--------- 1

0 5 10 15 20 25 30

冋(X10-6)

Fig. 5. Effect of pH on the fluorescence quenching curves of 
Tiron in the presence of Fe(III) (5.OX 10-7M~3.OX 10-5M). 
(O : pH 3.5, V : pH 4.0, □ : pH 4.5, O : pH 5.0, △ : pH 5.5).

400」--- 1---------!-----------1---------- 1------------ 1---------- 1---------- !------------ 1

0 5 10 15 20 25 30

[Fe] (Xlb흐)

Fig. 6. Fluorescence quenching curves of Tiron in the Fe(III) 
solution (5.0X10-7M 〜3.0X10-5M) at various temperatures. 
(O : 20°C, V : 40°C, □ : 60°C, ◊ : 80°C).

되어 리간드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없게 흐]고, pH가• 

큰 쪽으로 가면 Fe(III)이 수산화물 침전을 잘 형성함 

으로 착물형성과정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작 

아진다고 볼 수 있다.

온도 효과. Fe(III)-Tiron 착물을 안정하고 정량적으 

로 그리고 빠르게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온도의 효과 

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온도에서 90분 

동안 놓아두어 형광 세기의 감소 효과를 조사하여 보 

았다. 일정한 Fe(m)농도 범위(50X1(尸M〜3.0X10-2 

M) 내에서 가열 온도의 변화에 따라 착물 형성에 따 

른 Tiron의 형광 세기의 감소 효과를 Fig. 6에 나타 

내었다. 온도 효과 실험에서 80 °C 즉 온도가 높을수 

록 착물을 빠르고 더 정량적으로 잘 형성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고, "C에서 음의 기울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열 시간에 따른 효과. Tiron과 Fe(III) 이온과의 

안정하고 정량적으로 착물을 형성시키기 위해 80。0에 

서 일정 시간동안 가열하여야 한다. Fig. 7에서는 일 

정한 Fe(III) 농도 범위(5.OX1O-7M〜3.0X10TM) 내 

에서 가열 시간에 따라 Tiron의 형광 세기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가열 온도 80。0에서 Tiron과 

금속 이온들이 정량적으로 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시 

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모두 거의 비슷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90분일 때 가장 기울기가 

크고 직선성도 가장 좋았다. 이보다 적은 시간동안 가 

열하게 되면 정량적으로 착물 형성이 잘 되지 않았고, 

이보다 긴 시간동안 가열하면 잘 형성된 착물이 오히 

려 불안정해져 분해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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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heating time on the fluorescence quenching 
curves of Tiron in the presence of Fe(III) (5.OX1O-7 
M~3.OX1(尸M) at 80 °C. ( O : 30 min, V : 60 min, □ : 90 
min, O : 120 min, A : 150 min.)

계면 활성제 효과. 비록 계면 활성제가 들어 있는 

미셀 용액 내에서는 점도의 증가로 외부 전환에 의한 

Tiron의 소광 효과가 줄어드리라고 예상하지만 한편 

미셀 용액내에서 더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정적 소광 현상이 증가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좀 

더 좋은 정적 소광 효과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계면 

활성제를 넣어 실험해 보았다. 양이온성으로서 

cetyltrimethylammonium bromide, 음이온성으로서 

sodium dodecylsulfate, 그리고 비이온성으로서 Tween 

80, Triton X-1002] 미셀 매질에서 Tiron의 형광 세 

기가 감소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계면 활성제를 

넣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보았다.

계면활성제를 넣어 Tiron의 형광 세기에서 큰 감소 

효과를 보려 했지만 계면활성제를 넣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보면 두 형광 세기의 감소 효과는 별로 차 

이가 없었으며 Tween 80을 넣었을 때 기울기가 증가 

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Tiron의 형광 파장에서 Tween 

80의 형광 파장과 겹치게 되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계면활성제로 인한 Tiron 형광 세기의 더 큰 

감소 효과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방해 이온 효과. Tiron과 착물을 잘 형성하는 금속 

이온들 그리고 분석 금속이온인 Fe(III)과 착물을 이루 

는 음이온들, 그리고 실제 시료에 많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온들에 의한 방해 효과를 조사하였다. Tiron과 

착물을 이루는 Fe(III)와 경쟁하리라고 예상되는 금속 

은 Cu(II), Al(in), Cd(II), Co(II), Ni(II), Pb(II), 
Zn(II)이며 Fe(III＞와 반응하는 음이온은 I-, CN\ OH 

등이 있다. Fe(III)는 산성에서 실험을 하므로 O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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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lerance limits of various interfering ions for the 
determination of Fe(III)( 1 x 10^6M)

M이e ratio Fe(III)
— NH4+, no3-, Mg2+, Ca2+, r, SO42-, hco3-,
500 cr, Na+, K*, r, CN「

50 HPO；-, Cd2+, Co2+, Ni2+
30 Pb2+
10 Al", Zn2+
5 Cu2+

대한 방해는 무시하였다.

Fe(UI月 정량^ 대한 방해 이온들의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금속 농도 1.0X10%!을 함유하는 용액에 

여러 이온들을 몰비로 1, 3, 5, 10, 30, 50, 100, 
250, 500배로 넣어 Tiron의 형광 세기를 측정하였다. 

Tiron의 형광 세기에서 상대오차가 5%를 넘어서는 농 

도를 허용 한계로 설정해 두고 여러 이온들의 허용 한 

계를 조사하였다. Fe(IH)에 대한 여러 이온들의 허용한 

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e(m)에 대해서는 Cu(II) 

가 조금 심하게 방해 효과를 나타내었다. Fe(ni)와 반 

응하는 음이온들에 의한 방해 효과는 거의 없었다.

Cu(II)에 대한 방해효과를 없애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pH 3.5에서 Tiron용액에 Cu(II)를 넣 

어주어도 Tiron西 형광 세기가 거의 감소되지 않았는 

데 이는 pH 3.5에서 Cu와 Tiron이 착물이 형성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pH를 3.5로 조정을 하면 

Fe(ni) 정량의 최적 pH는 아니지만 Cu(II)의 방해없이 

Fe(III)를 정량할 수 있었다. 또 그리고 pH 4.5에서 

Cu(II)에 대한 EDTA의 해방효과를 실험해 보았는데 

일정량의 Cu(II)가 들어있는 Tiron 용액에 EDTA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가했을 때 형광의 세기가 증가 

하였는데 이는 Cu(H)가 Tiron보다 EDTA와 더 잘 결 

합되어 유리된 Tiron으로 인해 형광의 세기가 증가했 

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이런 효과들로부터 Fe(III) 

정량시 Cu(II)가 공존하면 pH를 변화시키거나 EDTA 

를 넣어 줌으로서 Cu(II)의 방해를 없앨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합성 시료에의 응용. 최적 조건에서 검정 곡선을 그 

렸으며 그의 성능 계수를 Table 2에 적어 놓았다. 이 

때 직선 범위는 5.0X 10~7M 까지 가능하지만 바탕용 

액에 대한 표준편차가 크므로 해서 검출한계가 이보 

다 큼을 알 수 있다.

Fe(III) 농도를 알고 있는 합성시료를 가지고 F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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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gures of merit for calibration curve of Fe (HI)

Linear range (M) 5.0 X 1(尸〜6.0 X 10-5
Regression equation 641.68-5.02 X 10%
Correlation coefficient (R2) 0.9987
Detection limits (M) 2.8 X 1(厂6
Determination limits (M) 9.3 X IO-6

Table 3. Recoveries of Fe(III) in synthetic sample

Fe(III)
Spiked (ppm) 0 0.5585 0.8377
Measured* (ppm) 0.9354 1.5238 1.7948
Recovery (%) 105.35 102.95
*These values were averaged from 3 synthetic samples.

의 회수율을 구하고, 표준물 첨가법을 이용하여 정량 

하였다. 합성시료에서의 Fe(UI)의 회수율을 얻기 위해 

ZOXIO^M Fe(III) 합성시료 0.8 0丄에

Fe(III) 표준용액 LOmL와 1.5 mL를 각각 넣어 회수 

율를 얻었는데 이를 Table 3에 적어 놓았고 모두 

100%에 가까운 회수율을 얻었다.

표준물 첨가법을 이용하여 합성 시료에 들어 있는 

Fe(III)의 농도를 구해보기 위하여, 여러 부피 플라스 

크에 2.0Xl(尸M Fe(III)인 합성시료 0.5 mL를 넣은 

후 1.0X10%! Fe(IU)를 OmL, 0.5 mL, 1.0 mL, 

1.5 mL, 2.0 mL씩 각각 넣어주고, pH 4.5인 완충용액 

5.0 mL를 가하고, 1.0X 10-*M Tiron 1.0 mL를 가한 

후, 탈염수로 전체 부피를 10 ml로 만들었다. 이 용 

액들의 Tiron의 형광 세기를 측정하고 그것을 Tiron 

1.0X 10-2M과 pH 4.5 완충 용액만 넣은 용액의 형광 

의 세기에서 빼주어 표준물 첨가법 곡선을 얻어 

Fe(III)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검정 곡선법과 표준물 첨가법에 의해 측정된 합성 

시료의 Fe(III) 농도와 원자 흡수 분광법에서 얻어진 

합성시료의 Fe(in)농도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의 상대오차는 원자 흡수 분광법에서 얻어진 

금속 농도와 비교된 오차이다. 위의 결과로 측정오차 

를 감안하면 이 두 결과는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낸다

Table 4. Comparison of the results obtained by calibration 
curve method and standard addition method of this proposed 
technique and AAS

Fe(in) Relative error
AAS. (ppm) 11.355
Calibration curve method (ppm) 11.6925 2.97%
Standard Addition method (ppm) 11.4244 0.61%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제안된 분석방법은 방 

해 이온의 효과만 적절히 제거할 수 있다면 Fe(ffl) 

이온을 정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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