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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존처리의 소독 부산물인 알데하이드류를 HPLC로 분석하는 최적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예비실 

험을 통하여알데 하이드류는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 프로피온알데 하이드, 부틸알데 하이 

드, 벤즈알데하이드 6종과 케톤류인 아세톤 1종 모두 1종을 대상 시료로 선정하였다. HPLOM] 의한 알데하이 

드-DNPH 유도체를 최적화 하기 위해 시트르산 완충 용액의 pH, 반응 온도, 반응 시간, DNPH 농도, 추출 

용매의 종류 및 조성의 최적 조건을 구하였다. 그 결과 시트르산 완충 용액의 pH는 3.0, 반응 온도는 40 °C, 

반웅 시간은 15분, DNPH의 농도는 0.012%에서 최적 반응 조건임을 알 수 있었으며, 반응이 완결된 알데하 

이드-DNPH 유도체를 CIS Sep-Pak 카트리지에 농축시켜 과량의 DNPH를 용리시킨 다음 탈착용매로서 THF/ 

ACN=7O/3O의 혼합용매 2 H로 탈착하였을 때 87〜 107% 범위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HPLC 분리 조건으 

로서 Nova-Pak C1K 컬럼상에서 이동상의 초기 조건은 ACN/MeOH八Vater=30/10/60에서 최종 조건은 80% 

ACN으로 하는 기울기 용리를 수행하였을 때 7종의 알데하이드류가 20분 이내에 용리되면서 모두 거의 기준 

선 분리가 되었다. 본 실험에서 확립한 알데하이드-DNPH 유도체의 최적 분석 조건과 EPA Method 554와 

회수율을 비교한 결과, 본 실험에서는 86〜 103%, EPA Method 554로부터는 84〜 103%으로 거의 일치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ABSTRACT. The optimum analytical method of aldehydes, ozone by-products, was established by 
reverse phase liquid chromatography. Six aldehydes including formaldehyde, acetaldehyde, acrolein, 
propionaldehyde, butylaldehyde and benzaldehyde, and one ketone including acetone were selected as 
aldehyde test samples through preliminary experiments. Such analytical conditions as the pH of citrate buffer 
solution, reaction temperature, reaction time, and concentration of DNPH, the component and composition of 
desorption solvent were optimized. As the result, pH 3.0 of citrate buffer solution, 40 °C of reaction 
temperature, 15 minutes of reaction time, and 0.012% of DNPH concentration were chosen as optimum 
conditions. Aldehydes-DNPH derivatives in water were concentrated on Ci8 Sep-Pak cartridge and followed 
by elution of their derivatives fraction with THF/ACN(70/30) mixture, and showed recoveries of the range 
from 87 to 107%. Separation condition on Nova-Pak Ci8 column with low pressure gradient elution from ACN/ 
MeOH/water(30/l 0/60) of an initial condition to 80% ACN of a final condition was found to give a good 
res이ution within 20 minutes of run time. 86% to 103% of recovery for aldehydes using this method was 
similar to that for aldehyde using EPA Method 554 which is ranged from 84% to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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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원수가 각종 오염물질로 심각하게 오염 

되어 있으며, 정수 공급과정에서 가정에 도달하였을 

때 수돗물의 잔류 염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과량의 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생 

성된 소독 부산물이 건강상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THMs을 비롯한 휘발성 유기 오염물질 및 농약류, 페 

놀류와 같은 소수성 화학물질에만 국한되었다.*3 비교 

적 최근 비휘발성이면서 친수성이 강한 염소 소독 부 

산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에서 할로 아세트산, 할로 아세토나이트릴, 할로피크 

린 등이 인체 발암 물질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4*

염소 대체소독제의 일종인 이산화 염소는 THM을 

생성시키지 않으면서 염소 소독 부산물도 발생하지 않 

으며 페놀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나 이산화 염소 

의 발생 및 저장의 어려움, 안정화 이산화 염소의 효 

율 등의 문제점이 따르며, 이산화 염소의 제조 원료인 

아염소산 이온과 염소산 이온이 안정화 이산화 염소 

로부터 발생되며, 이들은 용혈성 빈혈을 유발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 USEPA(United States Environmen

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이산화 염소, 아염소산 

이온 및 염소산 이온 잔류 농도의 합이 1 mg/L이하로 

되도록 음용수 수질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7 오존은 

THM의 생성능을 저감시키면서 엉김 현상을 증대시키 

고, 맛이나 냄새유발물질, 색도, 용해성 철이나 망간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 

존 또한 염소와 마찬가지로 휴민 물질과 반응하여 알 

칸류, 지방족 알데하이드, 케톤 등이 소독 부산물로 발 

생 한다.8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글리옥살 

및 메틸글리옥살 등은 시험관내 실험에서 발암성이나 

유전독성, 돌연변이원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다平 포름 

알데하이드는 환경 미생물에 대한 대사 산물로 환경 

중에 존재하기도 하고 산업체에서 폭 넓게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환경 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물 

질이다알데하이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기 중 포 

름알데하이드를 흐름 주입 분석법(田)을 이용하여 염 

기성 용액 중에서 과산화수소와 반응시켜 화학발광을 

측정하거나"" 안개 중 포름알데하이드를 암모늄아세 

테이트 완충 용액 중에서 2,4-pentanedien과 반응시켜 

흐름 주입법으로 형광 검출하는 방법이 발표되었다 " 

Miksch14 등과 Georghiou15 등은 대기 중 알데하이드 

를 Pararosaniline법을 수정하여 UV-VIS 분광 광도법 

으로 측정하였다. Kennedy와 Hill'*1 은 대기 중 포름알 

데하이드를 oxazolidine 유도체를 형성시켜 FID 검출 

기로 분석하였고, Glaze17 등과 Weinberg^등은 오존 

처리 중 발생하는 오존 소독 부산물인 알데하이드류 

를 o-(pentafluorobenzyl)-hydroxylamine(PFBHA)와 유 

도체를 형성시켜 GC/ECD 및 GC/MSS. 분석하였다. 

또 다른유도체화 시약은 2,4-DNPH(dinitrophenylhy- 

drazine)/로서 알데하이드-DNPH 유도체를 CH2C1219, 

CHC1320, CCL,21 등으로 분배시켜 농축하여 측정하거나 

ZSM-5와 같은 Zeolite22, Ci8 Sep-Pak 카트리지23에 

농축하여 탈착 후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하기도 한다. 

특이하게 Takami 등은 양이온 교환수지의 설포네이트 

기가 촉매 역할을 하면서 컬럼 내에서 알데하이드- 

DNPH유도체를 형성시켜 농축시킨 다음 아세토나이트 

릴로 탈착시켜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a

일반적으로 상수 중 알데하이드류는 오존 소독 부 

산물인 것으로만 알려져 있으나 Ozawa 등은 하천이 

나 호소수 원수 중에서 또는 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 

데하이드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염소 처리나 이산화 염 

소로 처리하였을 때 알데하이드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 

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음용수 수질 기준에는 알 

데하이드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 

WHO에서 포름알데하이드에 대해서 900 ug/L로 제안 

하였고, 일본에서는 감시항목으로서 음용수 수질기준 

에 80ng/L로 설정되어 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데하이드-DNPH유도체를 HPLCS- 분석하는 조건을 

확립하고 전주시 원수, 정수 및 가정수 중 알데하이드 

류의 농도 분포 현황을 조사하였다.

실 험

측정 기기 및 장치. 본 연구에서 시료를 농축하기 

위해 사용한 C18 Sep-Pak 카트리지는 Waters사의 제품 

이며, 12개의 카트리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Vacuum Manifloderb SUI庄莒O사의 모델 VISIPREP 

DL을 사용하였다. 펌프는 저압 기울기 용리 (low pres

sure gradient elution)가 가능한 YOUNG-LIN사의 

M930 Solvent Delivery Pump를 사용하였고, UV- 

VIS 검출기로는 Shimadzu사 제품의 SPD-6AV를 사 

용하였다. 분리 컬럼은 Nova-Pak C1S(3.9X 1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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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고, 항온 수조는 JEIO TECH사의 SWB- 

10를 사용하였으며, 칭량은 Shimadzu사 제품의 Libror 

AEG-20如을 사용하였다.

시 약. 표준 시료로 사용한 알데하이드류 시약은 

Aldrich사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포름알데하이드는 적 

정을 통하여 함유량을 구한 뒤 사용하였다 源 표준 물 

질의 알데하이드류-DNPH 유도체 시약은 SUPELCO 

사의 Carb Method 1004 DNPH Mix 2로 필요에 

따라 아세토나이트릴로 희석시켜 사용하였다. 용리액 

으로 사용한 아세토나이트릴, 메탄올 및 테트라하이드 

로퓨란은 Fisher사의 HPLC용 등급을 사용하였고, 시 

료 채수시 첨가한 염화암모늄은 SHINYC사의 GR급 

이며 , 2,4-다이나이트로페닐하이드라진(2,4-DNPH)은 

Aldrich사의 97% 제품을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바탕 

시험용 물은 탈염수를 초순수 제조 장치 (MillQ, 

MILLIPORE)에 통과시켜 노르말헥산(Fisher, 99.9%) 

을 소량 가해 흔들어 추출한 물을 염기성 과망간산칼 

륨 증류 장치로부터 증류시킨 후 사용하였다.

채 수. 전주 지역 원수 및 수도수 시료는 1998년 

12월 11일 채수하였다. 시료 채수는 500 mL 갈색병 

에 알데하이드 보존제로 염화암모늄 0.05 g(100 gg/ 

L)을 첨가하여 4。(3로 냉장 보관하였다가 측정하였다.

실험 방법. 알데하이드류를 분석하기 위해서 EPA 

Method 554를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최적 조건을 구한 다음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극미량 

의 알데하이드류에 2,4：DNPH를 첨가시켜 하이드라존 

유도체를 형성한 다음 비극성 흡착제인 C18 Sep-Pak 

카트리지에 흡착시켜 농축시키고, 이것을 소량의 THF- 

아세토나이트릴(70:30建합 용매로 탈착하여 HPLC/ 

UV 365 nm를 이용하여 정량하는 것이다.

시료 50 mL를 삼각플라스크에 취하여 pH 3인 

1 M 시트르산 완충 용액 2 mL와 0.3% DNPH 2 mL 

를 넣고 항온 수조의 온도 40。(2에서 15분 동안 조심 

스럽게 흔들어 주면서 반응시킨 다음, 염화나트륨 포 

화 용액 5 mL를 첨가하였다. C18 Sep-Pak 카트리지를 

pH 3인 1 M 시트르산 완충 용액 10 ml로 활성화시 

킨 후, 위의 용액을 Vacuum Manifolded 이용하여 

3~ 5 mL/min 속도로 흘려보냈다. 이 Ci8 Sep-Pak 카 

트리지를 진공 펌프로 흡입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THF-아세토나이트릴(70:30)혼합 용매 2mL로 탈착시 

켜 365 nm 파장에서 UV 검출기로 측정하였다. 회수 

율 실험시 노르말 헥산으로 분배와 증류를 거친 물을

Fig. 1. Flow chart of pretreatment for analyzing aldehydes by 
this study.

100 mL삼각플라스크에 50 mL씩 취한 다음 포름알데 

하이드는 60, 90, 150, 300 gg/L, 아세트알데하이드는 

40, 60, 100, 200 卩g/L, 그 밖의 알데하이드류는 20, 

30, 50, 100 |ig/L에 해당하는 혼합 표준 용액을 첨가 

하여 미지 시료를 측정한 방법대로 수행하였다. 

HPLC/UV 365nm에서 분리된 알데하이드-DNPH 유 

도체를 표준 물질과 비교하여 추출 회수율을 계산하 

였다. 알데하이드류를 분석하는 전체 과정을 Fig. 1에 

흐름도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알데하이드-DNPH유도체의 UV 흡광도.알데하이드는 

DNPH(2,4-dinitrophenylhydrazine)와 반응하여 DNPH 

유도체 (2,4-dinitrophenylhydrazone)가 된다. 알데하이드 

-DNPH유도체의 UV-VIS 파장 영역에서의 홉광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아세토나이트릴 용매에 녹인 몇몇 알데 

하이드-DNPH 유도체들과 DNPH의 흡광도를 UV-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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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광 광도계로 측정하였다. DNPH 자체는 349 nm에 

서 최대 흡광도를 나타내었으며, 4종류의 알데하이드- 

DNPH 유도체들은 364 nm에서 378 nm에 걸쳐 최대 

홉광도를 나타내었다. 포름알데하이드-DNPH는 364 

nm, 아세트알데하이드-DNPH는 368 nm, 부틸알데하이 

드DNPH는 369 nm로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孺가 약 

간^ 장파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 

며, 특히 아크롤레인-DNPH는 분자내 불포화 탄화수소 

가 존재함으로써 하이드라존 유도체 형태에서 이중 결 

합에 의한 兀전자들의 비편재화 현상으로 다른 알데하 

이드류에 의해 훨씬 더 장파장으로 이동하여 378 nm 

에서 가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G부터 G 까지의 알데하이드- 

DNPH의 유도체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365 nm를 

검출 파장2로 고정하여 측정하였다.

DNPH 유도체의 분리 조건. EPA Method 554에 

서는 DNPH의 유도체들의 분리 조건을 역상에서 

70% 메탄올로부터 100%메탄올까지 기울기 용리시켜 

분리하였다. 그러나 앞 부분에서의 분리도가 좋지 않 

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분리 조건을 적용하 

였다. 초기에 아세토나이트릴/메탄올/물의 비율이 30/ 

10/60의 혼합용매에서 시작하여 80%아세토나이트릴까 

지의 기울기 용리를 적용하였으며, 총 분리시간은 20 

분 이내에 완료되었다. 이때 기울기 용리는 저압 기울 

기 용리법 (low pressure gradient elution)을 사용하였

nm 折 * '击’’’曲］ *da) M,oo ibdo

Time, min

Fig. 2. Liquid chromatogram of standard mixture for 
aldehyde-DNPH derivatives. Conditions: Column, Nova-Pak 
C18(3.9X150 mm); mobile phase, low pressure gradient 
elution from ACN/MeOH/Water=30/10/60 to 80% ACN; 
flowrate, ImLVmin; injection volume, 20 |1L; detector, UV 
365 nm.

—famaMehyde 

—aetaldehyde 

—A— acrolein 

~t—acetone

—•— propionaldehyde 

butyraldehyde

—x— benzaldehyde

Fig. 3. Variation of detector response for aldehyde-DNPH 
derivatives with the pH of citrate buffer.

으며 재현성은 1% 이내로 우수하였다. 이와 같은 알 

데하이드DNPH의 유도체들의 액체 크로마토그램을 

Fig. 2에 나타내었다.

pH의 영향. 알데하이드와 2,4-DNPH를 유도체화 시 

키기 위한 최적 pH를 알아 보기 위하여 시트르산 완 

충용액의 pH를 2.5에서 까지 변화시켜가며 실험하였 

다. 이때 나머지 반응 조건들은 EPA Method 554를 

참고로 하였다. 시트르산 완충 용액의 농도는 1 M, 반 

응 온도는 40 °C, 반응 시간은 1시간으로 하였다. 

Fig. 3에서볼 수 있는 바와 같이 pH 3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고,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트르산 완충 용액의 최적 

pH를 3으로 고정하였다.

DNPH 농도의 영향. 0.3% DNPH를 제조하여 

50 mL 알데하이드 표준 시료에 0.5, 1, 2, 3 mL를 

넣고, 항온 수조의 온도를 40。(2로 유지시키면서 한시 

간 동안 반응시켰다. 유도체화 시킨 다음 2mL 아세 

토나이트릴로 탈착시켜 회수율을 측정하였다. Fig.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 DNPH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회수율도 증가하였고, 2mL 이상에서는 거의 일 

정하게 나타났다. DNPH의 양은 충분하게 하여 반응 

시키는 것이 좋지만, 그 양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크 

로마토그램 에서 포름알데 하이 드가 DNPH의 봉우리 에 

묻혀 정량하기 힘들며, DNPH 봉우리에서 포름알데하 

이드를 분리해 내기 위해 용매강도를 너무 낮추면 반 

응 시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 mL 시료에 0.3% DNPH를 2mL 

첨가하였을 때를 최적 DNPH의 농도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DNPH의 농도는 0.012%, 120 ppm 또는 6X

1999, Vol. 43,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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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naldehyde

-• aetaldehyde

—acrolein

—v—acetone

—pKfliionaldrttytl*

--:—butyraldehyde

—x— benzaldehyde

Fig. 4. Variation of detector response for aldehyde-DNPH 
derivatives with DNPH concentration.

—•—»<t»ld»hy<l8

—acroltin

~t— tcetone

-A-pepion砒하ty”

- butyiildihydi

—y—birald»hyd»

Fig. 6. Variation of detector response for aldehyde-DNPH 
derivatives with reaction temperature.

ItTM에 해당되었다.

반응 시간의 영향. 알데하이드-DNPH를 유도체화 

하기 위해 항온 수조의 온도를 40。（2로 하고 반응시간 

을 15분에서 90堰까지 증가시켜 반응한 다음 회수율 

을 조사하였다. 모든 알데하이드류가 15분에서 최대값 

을 나타내었고, 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소한 차이 

로 회수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을 Fig. 5 

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고, 반응 시간이 길지 않더라 

도 15분 정도면 알데하이드와 2,4-DNPH의 반응이 완 

결되므로 반응 시간 15분에서 모든 실험을 수행하였 

다. 위의 실험은 모두 아세토나이트릴 2mL로 탈착하 

였다.

반응 온도의 영향. DNPH-알데하이드의 회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 온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항 

온 수조의 온도를 20。0에서 50P까지 변화시켰다. 

이때 반응 시간은 1시간으로 하였으며, 아세토나이트

—formakfehyde

—aetakfehyde

—scrol 히 n

acetone

-• - propionaldehyde

-* — butyraldehyde

-x— benzaldehyde

Fig. 5. Variation of detector response for aldehyde-DNPH 
derivatives with reaction time.

릴 2mL로 탈착하였다. Fig.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반응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40。（끼지는 거의 

일정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50 °C 

이후에는 회수율이 약간씩 감소하였다. 이것은 더 높 

은 온도에서는 알데하이드-DNPH 유도체가 휘발되기 

때문인 것이라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 

응 온도를 40 °C로 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추출 용매의 영향. C,8 Sep-Pak 카트리지에 농축된 

알데하이드를 추출하기 위해 아세토나이트릴, 테트라 

하이드로퓨란, 및 아세 토나이트릴과 테트라하이드로퓨 

란（TU頂）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2 ml로 탈착하여 

실험하였다. 아세토나이트릴을 30%에서 100%까지 변 

화시키면서 DNPH 유도체를 탈착시켜 측정한 결과 

100% 아세토나이트릴로 추출하였을 때최대값을 나타 

내었다. THF를 추출 용매로 10%에서 80%까지 변화 

시켜 실험한 결과 10, 20% THF로 추출하였을 때느 

포름알데하이드만이 검출되었고, 30%-THF에서부터 다 

른 종류의 DNPH 유도체들도 검출되기 시작하여 

80%까지 점차로 농도가 증가하였다. THF와 아세토나 

이트릴 （ACN）의 조성을 THF/ACN=10/90에서 THF/ 

ACN=90/10까지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결과 THF와 아 

세토나이트릴과의 조성비가 THF/ACN=70/30 일 때 

최대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며 90/10일 때 회수율이 급 

격히 감소하였다. 위의 실험 중 최적 탈착 용매 조건 

들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회수율을 Table 1에 나타내 

었다. 프로피온알데하이드를 제외하고는 세 종류의 탈 

착 용매 조건에서 모두 유사한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뿐만 아니라 본 연구 논 

문에서는 누락되었으나 오존 소독부산물의 일종이면서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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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recoveries for aldehyde-DNPH derivatives adsorbed on Ci8 Sep-Pak cartridge among the three desorption 
solvents

Aldehydes
THF/ACN(70:30) ACN 80% THF

meana±RSDb meana±RSDb meanaztRSDb

formaldehyde 7.21±0.82 7.14±0.46 7.11±1.34
acetaldehyde 1.26±1.21 1.24±0.32 1.25±2.35
acrolein 25.84±1.13 25.72±0.25 25.70±1.46
acetone 11.68±2.44 11.74±0.57 11.83±2.16
propionaldehyde 5.74±1.39 2.52±0.98 2.38±1.33
butyraldehyde 3.33±1.48 3.07±1.41 2.91±1.99
benzaldehyde 1.88±2.50 1.72±1.06 1.58±3.17

“ mean: concentration of aldehydes (卩g/L) 
'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

다이 알데 하이 드류인 글리옥살이 나 메 틸글리옥살의 

DNPH 유도체등은 DNPH 2몰이 반응하여 더욱 비극 

성이기 때문에 이것들까지 고려한다면 탈착 강도가 가 

장 강한 테트라하이드로퓨란/아세토나이트릴=70/30의 

혼합 용매로 추출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사료 

되었다. 따라서 최적 탈착 용매로서 THF/ACN=70/30 

의 혼합 용매를 선택하였다.

재사용된 카트리지의 효율 변화. Table 2는 사용하 

지 않은 Cl8 Sep-Pak 카트리지와 한번 사용하고 재생 

한 카트리지의 회수율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포름알 

데 하이 드는 60, 300 瞄/L, 아세트알데 히드는 40, 200 

gg/L, 그 밖의 알데하이드류는 20, 100 pig/L에 해당 

하는 시료를 pH 3 시트르산 완충 용액과 0.3% 

DNPH를 각각 2mL씩 넣어 40。0에서 새것과 한번 

재생한 C18 Sep-Pak 카트리지에 각각 흘려주어 2mL 

THF/ACN=7O/3O의 혼합용매로 탈착하여 실험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농도, 고농도 모두 새 

것은 87〜105%, 재생한 카트리지는 83〜105%의 회 

수율을 보였고, 재현성도 우수하였다.

검출한계. 알데하이드-DNPH 유도체들의 검출 한계 

는 신호대 잡음비가 2배가 되는 농도로 구하였다. 포 

름알데 하이 드는 1.6 卩皿, 아세트알데 하이 드는 0.3 ng/ 

L, 아크롤레 인은 0.7 卩g/L, 아세톤은 0.5Rg/L, 프로피 

온알데하이드는 0.5 卩皿, 부틸알데하이드 0.2 卩以L, 벤 

즈알데하이드 0.3 瞄/1一2로 0.2〜 1.6 瞄丄 범위의 검출 

한계를 나타내었다.

회수율 비교. EPA Method 554와 본 연구에서 확 

립한 최적 분석조건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저농도와 

고농도의 알데하이드류의 혼합 표준 용액을 가지고 회 

수율 비교 실험을 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저농도

Table 2. Comparison of recoveries for aldehyde-DNPH derivatives adsorbed on new and reused CiH Sep-Pak cartridges

newA,, , , , , form니ated new used
Aldehydehydes , „、 ---------------------------- -------------------------------

(|lg/L) found (llg/L) RSD (%) recovery (%) found (|lg/L) RSD (%) recov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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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aldehyde recoveriesin low and hi응hconcentration levels between EPA Method 554 and this study

Aldehydehydes
formulated

(卩 g/L)

EPA. Method this study

found (|lg/L) RSD (%) recovery (%) found (J丄g/L) RSD (%) recovery (%)

formaldehyde 300 289.7 1.25 97 296.7 0.84 99
60 53.1 1.26 89 54.9 0.97 92

acetaldehyde 200 192.1 0.68 96 203.4 1.26 102
40 33.6 2.58 84 35.6 1.55 89

acr이ein 100 102.5 2.05 103 103.4 1.51 103
20 18.4 2.18 92 18.1 1.65 91

100acetone 100 97.9 2.36 98 99.6 2.28
20 17.2 3.19 86 17.6 2.61 88

propionaldehyde 100 93.4 1.82 93 95.6 2.62 96
20 18.6 2.93 93 18.4 3.24 92

butyraldehyde 100 101.2 1.64 101 97.9 1.25 98
20 17.5 2.51 88 17.2 2.58 86

benzaldehyde 100 96.8 0.52 97 94.1 1.05 94
20 18.0 3.47 90 17.9 1.92 90

(10〜 30|ig/L)에서의 회수율을 살펴보면, EPA Method 

554는 84〜93%, 본 실험의 최적 조건에서는 86~ 

92%로, 아크롤레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ER4 Method 

554에 비해 본 연구의 분석 조건이 1-5% 정도 회수 

율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농도(100~300 pig/ 

L)에서는 부틸알데하이드와 번!즈알데하이드를 제외하 

고는 본 연구의 분석 조건과 같거나 2〜6% 정도 더 

높은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두 방법간의 회수율은 그 

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처리법에 있어서 

본 연구의 최적 조건에서는 DNPH의 농도를 0.02%에 

서 0.01%로 낮추었으며, 농축비를 10배에서 25배로 

높였고, 반응 시간은 6(德에서 15분으로 단축시켰다. 

또한 이동상을 초기에 ACN/MeOHHLO=30/10/60로 

시작하여 최종 80% ACNN까지 기울기 용리시켰고 이

동상의 유속은 에서 l.OmUmin로 하여

분리 컬럼에 걸리는 압력을 가능한 적게 걸리도록 하 

였으며, 총 분리시간은 20분 이내 이었다.

환경 시료에의 적용. 전주지역 4개 정수장에서의 원 

수, 정수 및 가정수 중 7종류의 알데하이드류의 농도 

를 측정하였다. Table 4는 전주 지역 정수장인 대성, 

부여, 지곡 및 정읍의 원수 정수 및 가정수를 채수하 

여 알데하이드류를 측정한 결과이다. 포름알데하이드 

가 원수, 정수 및 가정수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 

고, 그 다음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순서 

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하이드는 원수에서 7.51-12.20 

)ig/L의 농도 범위를 보였으며, 정수는 11.36〜22.60 

卜®L으로 원수보다는 다소 높은 농도를 보였고 가정 

수는 0.07- 20.12 Hg/L으로 정수보다는 낮은 농도 분 

Table 4. Aldehyde concentrations in raw, treated and tap water of Jeonju area (unit: |丄gL)

Site
formaldehyde acetaldehyde acrolein acetone

raw treated tap raw treated tap raw treated tap raw treated tap

Daesung 12.20 22.60 20.12 9.14 8.67 8.65 3.55 4.38 2.68 0.70 0.69 0.25
Puyo 9.05 17.34 12.60 8.21 9.50 11.16 4.85 2.45 16.07 0.71 3.25 1.27
Jiekok 11.65 16.56 0.07 8.02 8.36 7.26 3.77 2.63 3.66 ND 3.64 1.07
Jungeup 7.51 11.36 2.23 6.78 9.01 9.51 4.56 1.65 3.52 ND 3.72 1.63

Site
propionaldehyde butyraldehyde benzaldehyde

raw treated tap raw treated tap raw treated tap

Daesung ND ND ND 0.35 0.81 1.05 0.77 ND 0.62
Puyo ND ND ND 0.35 0.81 1.05 0.77 ND 0.62
Jiekok ND ND ND 1.35 0.58 1.11 ND 0.82 1.47
Jungeup 0.06 .0.04 0.13 1.53 6.09 3.95 0.60 0.62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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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Ozawa 등이 실 

험한 경향과 거의 일치하였다 ” 또한 원수 중 포름알 

데하이드는 미국내 34개 정수장에서 실시한 농도 범 

위인 1.2 卩g/L〜13 Rg/L과 거의 유사한 농도 범위로 

조사되었고, 오존 소독 실시 후 정수에서는 5.8-31 

|ig/L의 범위로 포름알데하이드의 농도가 증가한 것으 

로 보고하였다 *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원수, 정수, 가정 

수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정수장 별로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아크롤레인의 농도는 정수보 

다 가정수에서 더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 특히 부 

여의 가정수가 정수보다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아세톤은 원수에서 ND〜0.71 ng/L의 농도 범 

위를 보였고 정수에서는 0.69-3.72 Rg/1로 원수보다 

는 2〜 3배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수는 0.25- 

1.63 卩g/L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프로피온알데하 

이드는 대체로 검출되지 않았고, 지곡 정수장에서만 

원수, 정수, 가정수 모두에서 검출되었는데, 원수보다 

는 정수가 낮은 농도값을 나타내었으며, 가정수에서는 

다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부틸알데하이드는 4 

개 정수장의 원수, 정수, 가정수에서 모두 검출되었으 

며, 특히 지곡 정수장에서 높은 농도값을 보였다벤즈 

알데하이드는 ND-1.47 |ig/L의 농도 분포를 보였으 

며, 원수에서 검출되는 빈도가 높았고, 부여의 가정수 

에서 최대 농도값인 L47 |ig/L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알데하이드류가 오존 소독부산 

물인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염소 처리 정수장에서도 알데하이 

드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음용 

수 중 알데하이드류에 대한 감시 활동 및 수질 기준 

설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HPLC에 의한 알데하이드류 분석의 

최적 조건을 결정하여 이를 환경 시료에 적용하였다. 

알데하이드류를 측정하기 위한 HPLC의 최적 분석 조 

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알데하이드-DNPH 유도 

체의 흡광도는 364 nm에서 378 nm에 걸쳐 최대 홉 

광도를 나타내었으며, 알데하이드-DNPH 유도체를 최 

적화하기 위해 시트르산 완충 용액의 pH 3, DNPH 

농도는 0.01%, 반응 시간은 15분, 반응 온도는 40 °C 

고, 농축 카트리지로는 C18 Sep-Pak, 탈착 용매로서 

THF/ACN=70/30의 혼합용매 2mL을 사용하였을 때 

최적 반응 조건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알데하이드 

의 검출 한계는 신호대 잡음비가 2배가 되는 농도로 

구하였을 때 0.2〜 1.6 卩皿의 농도 범위까지 검출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실험에서 확립한 알데하이드- 

DNPH 유도체의 최적 분석 조건과 EPA Method 554 

에서 제안한 방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한 회수율 

을 보였고, 전주 지역의 원수, 정수, 가정수를 측정한 

결과 원수보다는 정수에서 알데하이드의 검출 빈도가 

높았으며 , 가정수에서는 다시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염소 처리 정수장에서도 알데하이드류가 소독 

부산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98년도 G7 환경기술 연구개발 사업비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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