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2000, Vol. 44, Na 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흐름주입분석법에 의한 음용수 줌 알루미늄 이온의 분광광도법 정량

崔舘旭*.陳在榮t
*전주대학교화학신소재 학과 

t고창중학교 

(2000.5.15 접수)

Spectrophotometric Determination of Aluminium Ion in Drinking Water 
by Flow Injection Analysis

Yong-Wook Choi* and Jae-Ybung Jinf
*Department cf Chemistry and Advanced Materials, Jeonju University, Jeonju 560-759, Korea 

^Gochang Middle School, Jungeub 585-800, Korea 
(Received May 15, 2000)

요 약. 흐름 주입 분석법에 의한 알루미늄 이온의 최적 분석 조건을 확립하였다. Eriochromc 

Cyanine R(ECR) 염료는 pH 6.예서 알루미늄과 반웅하여 535 nm에서 최대 흡광도를 갖는 착화합물올 형 

성한다 이 반응올 흐름 주입 분석법으로 도입하기 위해 혼합 및 반옹 코일의 길이, 아세트산 완충용액의 농 

도 및 pH, 온도、시료 주입 부피를 포함한 반웅 조건올 최적화 하였다. 그 결과 혼합 및 반옹코일의 길이는 

각각 0.5 m와 4 m, 아세트산 완충용액의 pH와 농도는 각각 6.0 및 IM, ECR의 농도는 0.56 mM, 반옹온도 

는 40 °C, 시료 주입량은 300 gL, 최대흡수 파장은 535 nm이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알루미늄 이온의 검출 

한계는 0.05 mg/L 이하이었고 반복성은 1%이하로 우수하였다. 시료 측정 주기는 시간당 24회 주입 이 가눙 

하였다. 또한 F, HPO?- Fe2+, Fe3+, Mn2+ 이온 및 기타 옴이온류의 공존시 방해 현상을 알아본 결과 

l,000mg/L까지는 방해를 일으키지 않았고 SOJ- 이온은 2,000mg/L까지도 거의 방해를 일으키지 않았다. 

또한 이 방법올 이용하여 전주 및 고창 지역의 상수 및 지하수 중 알루미늄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전주 지 

역 상수 중에는 평균。478 mg/L, 고창지역 상수 중에는 0.278 mg/L로서 전주 지역이 높게 나타났고, 지하 

수는 전주지역이 Q386mg/L, 고창지역이 0.564mg/L로서 전주지역이 더 낮게 나타났다.

ABSTRACT Optimum analytical conditions of the aluminium ion were established by flow injection 
analysis. Eriochrome Cyanine R(ECR) dye reacts with the aluminium ion at pH 6.0 to form a complex that 
exhibits maximum absorption at 535 nm. Reaction conditions including the mixing and the reaction coil length, 
the concentration and the pH of the buffer solution, ten^jo^iture, and injection loop volume wctb optimized to intro
duce this reaction into flow inject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 mixing coil lengtfi of 0.5 m and a reaction 

coil length of 4.0 m, lhe pH 6.0 and IM of acetate buflfer solution,脸 ECR concoitration of 0.56 mM, the reaction 
tempesBtupe of 40°C, the injection loop volume of 300 pL were dx)sen as optimum conditions. Under these conditions 
the detection limit offlie aluminium ion was less tiian 0.05 mg/L and the repeatabili^ was better than 1 %, A san屮ling 
ftequency of 24 times for an hour was achieved. Interfering ions such as F, HPQf, Fe2+, Fe*, Mi?+, 。也5 anions 

were tested, interference did not occur up to 1,000 mg^L of ion cmcentration and upto 2,000 mg/L of sulfate ion con
centration. This method was applied ftK the determination of aluminium ion in t^> water and ground water of Jeonju 

and the Gochang are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luminium residual in tap water of the Jeonju area was at a mean 
of 0.478 mg/L and that in 域)wata- of the Gochang area was at a mean of 0.278 mg<L. Aluminium ion residual of 
the tap watos in the Jeonju area was highra* level 由 an that in the Gochang area. Aluminium residual in the ground 
water of the Jeonju arca was 0.386 mg/L and was lower compared to 0.564 mg/L for the Goch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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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룐

환경 중에 존재하는 알루미늄은 섕물체에서 뇌 질환 

(encq)halopathy), Osteomalacy 및 Osteodistropy, 빈혈 

(anaemia), 내장기관 중후군(gastrointestinal symptoms), 

잠재성 심장독성 (possible cardiotoxicity)과 관련이 깊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알츠흐］이머병 (Alzheimer's 

disease)이라고 하는 악성 노인성 치매의 한 원인이 되 

며 , 고둥동물 신경원에 신경원 섬유 변성을 야기 시키 

며, 신장 투석 환자의 투석액에 알루미늄 농도가 

0.8 mg/L 이상 함유되면 치매가 유발되는 것으로 밝혀 

졌다.8

환경 생태계에서 고농도의 알루미늄은 산성 토잉에 

서 식물 성장을 억제하여 곡물의 수확률을 낮추며, 산 

성비로 인하여 토양^서 용출된 알루미늄은 지표수로 

흘러들어 수중 생물상이나 어종의 '개체군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5 또한 정수 처리 과정 

중 콜로이드 성분을 침전시키기 위한 웅집 처리 공정 

에서 사용되는 응집제로서 황산 반토(alum)나 폴리 염 

화 알루미늄(PAC) 또는 폴리 염화 규산 알루미늄 

(MCS)이 사용되는데 이때 인위적으로 잔류 알루미늄 

의 농도가 중가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EIA에서는 

0.05 mg/L, WHO에서는 0.2mg/L, 유럽 공동체에서는 

0.05 mg/L(최고 허용 농도 0.20 mg/L), 우리 니라에서 

는 0.2 mg/L을 음용수 수질 권고 기준으로 정하고 있 . 

다項

알루미늄을 분석하기 .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분광학적 방법은 ppb 수준까지 측정할 정도로 검출 

한계가 낮지 않고, 플루오르화 이온이나 인산염에 의한 

방해가 있다.'。불꽃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flame 

AAS)은 이러한 이온들의 방해는 적으나 아세틸렌-공기 

불꽃에서 알루미늄이 열에 안정된 산화물을 형성하여 

원자화 효율이 낮아진다.” 전열 원자화 원자 흡수 분 

광 광도법(EFAAS)은 검출 한계가 낮으나 재현성에 

문제가 있으며, 해수 중 알루미늄을 측정하려면 고농도 

의 염에 의한 방해로 직접 측정하기가 곤란하다V 유 

도 결합 플라즈마원자 방출 분광 광도법 (ICP-淄)은 

어느 정도의 감도를 나타낼 수 있으나 고가 장비이고 

분석 단가 및 유지비가 비교적 높은 단점 이 있다.”

알루미늄을 유기 킬레이트제와 착화합물을 형성시켜 

분광 형광 광도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킬레이트제로는 morin,14 flavonals,14 8-hy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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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quinoline-5-sulfbnic acid,15 lumogallicm,16 3-hydroxy- 

pyridinfr-2-aldehyde2-pyridylhydrazone,17 salicylaldehyde 

carbohydraaMi(SACH严둥이 있다. Chester 둥은 celyltri- 

methyl ammonium bromide(CTAB)^| 존재 하에서 

알루미늄과 catechol violet과의 착화합물을 670nm어］ 

서 분광 광도법으로 측정하였고, 대부분의 방해 이온들 

은 EDIA를 첨가하여가리움(masking同였다.计 Standard 

method에서는 pyrocatechol violet(PCV)과 알루미늄과 

의 착물 형성을 이용하여 흐름 주입 분석법으로 7 阐 

까지의 검출 한계를 나타내는 알루미늄 분석법과 

Eriochrome Cyanine R(ECR)을 알루미늄과 착물을 

형성시켜 분광 광도법으로 측정하여 의 검출 한

계롤 나타내는 방법이 보고되어 있으나 흐름 주입 분 

석법에 의한 알루미늄-ECR 착화합물을 분광광도법으 

로 측정하는 방법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흐름 주입 장치를 직접 구성하여 알루미늄 

-ECR 착화합물간의 최대 홉광도를 나타내는 실험 조 

건을 구하여 환경 시료의 분석 자동화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이 방법을 환경 시료 측정 

에 이용하였다

실 험

기기 및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동 펌프는 

Gilson사 제품의 Minipuls 3로서 8-roller/4T《nnel로 

구성된 것이며, UV-VIS검출기는 Shhnadzu사 제품의 

(SP-10AV)모델을 사용하였다. pH미터는 Coming사 제 

품의 모델 Ion Analyzer 255, 시약의 평량은 Shimadzu 

사 제품의 모델 Libror AEG-200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표준 시료로 사용한 stock aluminum 

solution(995ppm)은 Aldrich사 제품으로 물에 회석하 

여 사용하였으며, 완충용액은 Al&ich사 제품의 아세트 

산 나트륨(NaGHKb • 3压0)을 물에 녹여 아세트산으 

로 pH 4에서 까시 조절한 용액을 Branson사의 초음 

파 진동기로 10분간 진동시켜서 기포를 제거한 후 사 

용하였다.: Eriochrome Cyanine R(ECR은 Aldrich사 

제품이었고, pH를 9에서 2.9까지 조절하기 위하여 아 

세트산을 사용하였다即 실험에 사용한 물은 1차 중류 

한 물을 이온교환 수지를 통과시켜 , 이온을 제거한 탈 

염수(Deionized water;DI｝를 초순수 제조장치(Milli-Q, 

MiLLIPORE)에 다시 한번 통과시킨(비저항 18.3MI2) 

물을 사용하였다. 전주 및 고창지역의 수도수 및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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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999년 2월 채수하였으며, 잔류염소 제거를 위해 

폴리에틸렌 300 mL 용기에 채수하고 염화암모늄 0.03 g 

을 첨가하여 4。(에 냉장 보관하였다가 측정하였다.

실험방법. ECR, 완충용액, 증류수는 연동펌프를 통 

해 펄스 없는 균일한 흐름을 유지한다. 표준용액 및 

시료용액 일정량을 시료 주입구를 통해 주입하여 , 완충 

용액과 T-union에서 혼합시켜, 테프론(PTFE관, 0.5mm

l.D.  X l/16inch O.D) 재질로 된 혼합코일 (R)에서 pH 

를 조절한다. 이어서 ECR과 Tunion에서 혼합되어 반 

응코일 (Re)로 이동하면서 알루미늄 이온이 ECR과 반 

웅한다. 발색된 알루미늄은 535 nm파장에서 UWVIS검 

출기로 검출되고 적분계(영인 D520B)에서 봉우리 높 

이와 봉우리 면적을 계산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hlDP

Fig. 1. 미ow injection manifold for determining aluminium 
ion.

iJQM/ui

Fig. 2. Repeatability of Al-ECR complex by using FIA.Con- 
ditions: mixing and reaction coil length, 0.5 m and 4.0 m; 
pH 6.0 and IM of acetate buffer; concentration of ECR, 
0,56 mM; reaction temperature, 40 °C; injection loop size, 
300 匹；detection wavelength, 535 nm.

FTA장치를 Fig. 1 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Fig. 

2에서는 알루미늄의 농도 변화에 따른 FIA시스템의 반 

복성 (repeatabilit矽을 나타내었다. 채수한 시료는 0.5 

Jim 막필터에 통과시켜 시료 고리에 충전하여 주입하 

였다

결과 및 고찰

반응 몰비. 알루미늄과 Eriochrome Cyanine R 

(ECR) 간의 반응 몰비를 알아보기 위해 알루미늄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ECR의 몰비를 1:1에서 1:4 

까지 변화를 주어 A1-ECR 간의 흡광도를 535 nm에 

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A1/ECR의 반응 몰비가 1:1에 

서 1:까지는 흡광도가 직선적으로 중가하다가 1:4에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두자리 리간 

드인 ECR이 3몰 작용하여 알루미늄 중심이온과 정팔 

면체의 킬레이트를 이루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는 농도 

희석 효과로 인해 흡광도가 감소된 것이라 사료된다.

흔함코일 길이. 흐름 주입 분석법에 의한 알루미늄 

이온 분석을 위한 최적 혼합코일의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세트산 완충용액과 혼합되는 혼합코일의 길이 

를 0.3 曲서 3.0 m 까지 변화시키면서 UV-VIS 검출 

기의 감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혼합코일의 길이가 중가 

함에 따라 알루미늄-ECR간의 착화합물의 봉우리 감도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0.5 m일 때 약간 큰 

값을 나타내었고, 측정 시간을 고려하여 이것을 혼합코 

일의 최적 길이로 결정하였다(死g. 3).

반응코일 길이. 혼합코일의 길이를 0.5 m로 유지한

18.0 r

Length of nrixing coil(m)
Fig. 3. Aluminium-ECR sensitivity as a function of length of 
mixing coil. Conditions:re action coil length, 1,0 m; pH 6.0 
and IM of acetate buffer; concentration of ECR, 0.56 mM; 
reaction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injection loop size, 
300 gL; detection wavelength, 53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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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luminium-ECR sensitivity as a function of length of 
reaction coil. Conditions:mixnig coil length, 0.5 m; pH 6.0 
and IM of acetate buffer; concentration of ECR, 0.56 mM; 
reaction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iiyection loop size, 
300 卩L; detection wavelength, 535 nm.

채 ECR이 혼합되는 반웅코일 길이에 따른 알루미늄- 

ECR의 최대 흡광도를 알아보기 위해 반응코일을 1~ 

10m 까지 변화시켰다. Fig. 4에서와 같이 1 이에서 

4 m 까지 봉우리 높이가 중가하였고 4 m를 지나면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4 m를 최적 반옹코일 길이로 결정하였다. 4 이이 

상부터는 A1-ECR간의 세로확산 효과가 더욱 중대되어 

오히려 희석되었기 때문인 것이라 생각된다.

완충용액의 pH. 흐름 주입 분석법(HA)에서■ 혼합 

및 반옹코일의 길이를 각각 0.5m 와 4m로 고정시키 

고 완충용액의 파1에 따른 알루미늄-ECR 간의 검출 

감도를 조사하였다. 완충용액의 종류로는 아세트산염 완 

충용액을 사용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 인산염 완충용액 

은 알루미늄 이온과 반응하여 전혀 뵹우리가 나타나지 

않았고 탄산염 완충용액은 pH 7.0이하로 맞추기 위해 

염산을 첨가하였더니 이산화탄소 기체가 기포로 되어 

생성되었다. 따라서 완충용액의 종류는 아세트산염 완 

충용액으로 결정하였다. 완충용액의 최적 pH를 알아보 

기 위해 pH를 4.0에서 8.0까지 변화시키면서 A1-ECR 

간 UV 검출기의 검출감도를 조사하였다 pH가 증가함 

에 따라 검출감도가 중가하였고 pH 6.0에서 가장 높은 

감도를 나타내었으며, pH 7.网지 감소하다가 pH 8.0 

에서 다시 감도가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1-ECR 간 아세트산염 완충용 

액으로 pH 6.0이 최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Standard method에서 UV-VIS 분광 광도법으로 측정할 

때 제시한 pH 수준과 거의 같은 pH이었다.

2000, Vol. 44,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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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luminium-ECR sensitivity as a function of pH of 
buffer. Conditions:mixing and reaction coil length, 0.5mand 
4.0 m;lM of acetate buffer; concentration of ECR, 0.56 
mM; reaction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injection loop 
size, 300 卩L; detection wavelength, 535nm.

완충용액의 농도. 혼합 및 반응코일의 길이를 각각 

0.5 m와 4 m, 완충용액 pH 6에 고정시키고 아세트산 

염 완충용액의 농도에 따른 A1-ECR 간의 검출 감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6에 도식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아세트산염 완충용액의 농도를 0.2M에서 1.5M까 

지 변화시켰을 때 완충용액의 농도가 중가함에•따라 

감도도 중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농도가 1M에서 

가장 높은 감도를 나타내었고 더 이상 농도가 진할수 

록 오히려 감도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용액중 이온세기 

가 증가함에 따라 A1-ECR의 용해도가 감소되었기 때 

문인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세트산 

염완충용액의 최적 농도를 1M로고정하여 사용하였다.

0.0 0.2 04 0.6 0.8 1.0 1.2 1.4 1.6

Concentration of buffer (M)

Fig. 6. Aluminium-ECR sensitivity as a function of concen
tration of bufifer. Conditions:mixing and reaction coil length, 
0.5 m and 4.0 m; pH 6 of acetate buffer; concentratron of 
ECR, 0.56 mM; reaction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injection loop size, 300 卩L; detection wavelength, 535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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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의 농도. 혼합 및 반웅코일의 길이를 각각 

0.5 m와 4 m, 완충용액 pH 6, 완충용액의 농도 1M에 

고정시키고 EC赛의 농도에 따른 A1-ECR 간의 UV 

감도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7에서와 같이 ECR의 농 

도를 0.3mM에서 0.7mM까지 변화시켰다. ECR의 

농도가 중가함에 따라 0.5 mM 정도까지 UV 감도가 

계속 증가하다가 O.56uW1 에서 최대 감도를 나타내었 

고 0.7mM까지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0.56 面을 최적 ECR51 농도로 결정 

하였다. ECR을 일단 제조하면 M시간을 경과하지 않 

았다. ECR은 시간에 따라 UV 감도가 감소하는 경향 

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 소량 제조하 

여 자주 교체하여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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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flon of ECR(mM)

Fig. 7. Aluminium-ECR sensitivity as a fiinction of concen
tration of ECR. Conditions:mixirtg and reaction coil length, 
0.5 m and 4.0 m; pH 6 and IM of acetate buffer; reaction 
temperaturc, room temperature; injection loop size, 300 卩L; 
detection wavelength, 535 nm.

반응 몬도. 혼합 및 반웅코일의 길이를 각각 0.5m 

와 4 m, 완충용액 pH 6, 완충용액의 농도 IM, ECR 

의 농도를 0.56 mMS- 고정시켜 온도변화에 따른 A1- 

ECR 간의 감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항온조의 온도 

를 16。。에서 60P까지 변화시켰다.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온도를 중가시킴에 따라 35 °C까지 점점 중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41。。까지 거의 일정한 감 

도를 나타내다가 온도가 더 높아지면 다시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BCR 간의 

최적 온도 범위를 35。€에서 40。。로 고정하여 모든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료 주입량. 혼합 및 반응코일의 길이를 각각 

0.5 m와 4 m, 완충용액 pH 6, 완충용액의 농도 1M, 

ECR의 농도를 0.56 mM, 반응 온도 40。（2로 고정시켜 

시료 주입량에 따른 A1-ECR 간의 UV 감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시료 주입 고리 부피를 5O|1L에서 

400皿까지 중가시키면서 봉우리의 감도를 조사하였다. 

시료 주입 부피가 중가할수록 30이U1까지 계속중가 

하는 경향을 니타내었으며 , 그 이상부터는 거의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을 Fig. 9에 나타 

내었다. 이때■봉우리 높이 대신 봉우리 넓이로 나타내 

보면 400JIL 이상까지 계속 중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그러나 300 J1L 이상부터는 봉우리 높이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지만 봉우리 넓이는 계속 중가하 

기 때문에 측정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300 pl을 최적 시료 주입 고리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검정곡선. 혼합코일 및 반응코일의 길이는 각각

Fig. 8. Aluminium-ECR sensitivity as a function of temper- 
atuie.Conditions:inixing and reaction coil length, 0.5 m and 
4.0 m; pH 6 and IM of acetate buffer; concentration of ECR, 
0.56 mM; injection loop size, 300 |aL; detection wavelength, 
53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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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luminium-ECR sensitivity as a function of injection 
loop volume. Conditionsrmixing and reaction coil length, 0.5 
m and 4,0 m; pH 6 and IM of acetate buffer; concentration 
of ECR, 0.56 mM; reaction temperature, 40°C; detection 
wavelength, 535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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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alibration curve of ECR-A1 complex by using 
FIA. Conditions: All conditions are the same as in Fig. 2.

0.5 m와 4 m, 아세트산염 완충용액의 pH 및 농도는 

6.0과 1.0M, ECR 농도는 0.56 tnM, 반웅온도는 40 °C, 

사료주입 부피는 300 nL, 검출파장은 535 nn同 고정 

시키고 흐름 주입 분석법으로 A1-ECR 간의 검청곡선 

을 작성하였다. 알루미늄의 농도를 0.1mg/L에서 2 

mg/L까지 변화시키면서 UV 감도변화를 알아본 결과 

Fig.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관계수 r=0.9998인 검 

정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 

과 같았다.

PA=1.19642x 1。性C] - 75196 (r=0.9998, n=6)

여기서 PA는 봉우리 면적이고, [C]는 알루미늄의 

ppm농도를 의미한다.

방해이온 조사. FIA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는 

방해이온 또는 방해물질을 제거할 수 없을 때는 오차 

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만일 방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 

렵다면 다른 선택적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수중 존 

재 가능한 이온들의 방해를 알아보기 위해 양이온으로 

서 Na+, K+, Ca2+, Mg2^ NH", Fe2t, Fe3+, +의 

8종, 음이온으로서 F, Cl- NO2-, NO3-, SQ产, 

HPO上 HCT의 7종 모두 15종을 선택하여 이들을 

1,000 mg几씩 제조하여 측정해 본 결과 아무런 흡광도 

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방해를 일으 

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SO,이온은 

2,000mg/L까지 방해를 일으키지 않았다.

환경시료에의 적용.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 

도수 7군데와 지하수 1군데인 좁은목을 측정한 결과 

수도수에서는 0.387-0.568 mg/L의 범위로 알루미늄이

2000, Vol. 44, No. 5

Table 1. Comparison of concentration distribution for alumin
ium ion in tap water and ground water between Jeonju and 
Gochang area

Sampling sites Al found(ppm) RSD(%)

(Jeonju area)
Dukjin-dongTW(Jl) 0.427 0.773
Jinbook-dong TW(J2) 0.463 0.923
Hyoja-<longTW(J3) 0.387 0.929
Pyoungwha-dong TW(J4) 0.508 0.033
Seoshin-dong TW(J5) 0.498 0.304
Jeonju-university TWQ6) 0.492 0.023
Dongsan-dong TW(J7) 0.568 0.553
mean 0.478

Jobeunmok GW(J8) 0.386 0.815

(Gochang area)

Gochang TW(G1) 0.278 0.484
A middle school GW(G2) 0.370 0.160
B elementary GW(G3) 0.466 0.744
C high school GW(G4) 0.773 0.690
Dhigh school GW(G5) 0.572 0.885
E elementary GW(G6) 0.670 0.422
Seokjeong-liat spring(G7) 0.666 0.412
Moyangseong GW(G8) 0.432 0.857

mean 0.564

* TW: tap water, GW: ground water

검출되었고 평균 0.478 mg/L을 나타내었다. 좁은목에서 

는 0.386 mg/L으로 수도수보다 다소 적은 농도를 나 

타내었다. 고창 지역은 수도수 1군데와 지하수 7군데 

를 분석한 결과 지하수 중 알루미늄의 농도 범위는 

0.37~0.67 mg/L으로 평균 0.564 mg/L을 나타내었고, 

고창 수도수의 알루미늄 농도인 0.278 m眺에 비해 

약 2배정도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 

로 고창지역에 비해 전주 지역 수도수 중 알루미늄의 

농도가 1.7배정도 높게 나타내었으며, 반대로 지하수 

중 알루미늄 농도는 전주 지역에 비해 고창 지역에서 

L5배정도 높게 검출되었다. 이와 같이 잔류 알루미늄 

이 서로 다른 이유는 전주 지역 정수장과 고창 지역 

정수장의 취수 원수와 응집제의 사용량 차이로 인해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주 지역 원수는 주로 대 

야 저수지, 금강 및 칠보댐에서 취수되고 고창 지역 

원수는 부안댐으로부터 취수되고 있다. 그러나 두 지 역 

에서 모두 잔류 알루미늄의 농도가 음용수 수질 기준 

인 0.2 mg/L을 초과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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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루미늄의 함량이 높은 것은 아마도 산성비에 의 

해 토양으로부터 알루미늄 이온이 용출된 결과인 것으 

로 판단되나 정확한 요인은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통 

해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른

본 연구에서는 흐름 주입 분석법을 이용하여 알루미 

늄을 분광학적으로 검출하는 분석법을 확립하였고, 이 

러한 분석법으로 수도수 및 지하수 중 잔류 알루미늄 

을 측정하였다. 흐름 주입 분석법의 최적 조건으로는 

혼합 및 반용 코일의 길이가 각각 0.5 m와 4 m, 완충 

용액의 pH 및 농도가 각각 pH 6.0 및 1.0M, 킬레이 

트제인 ECR 농도가 0.56 mM, 반웅 온도는 40 °C, 시 

료 주입량은 300 |1L, 검출파장은 535 nm 이었다. 전 

주 지역과 고창 지역간의 수도수 및 지하수의 잔류 

알루미늄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전주 지역 수도수가 고 

창 지역 수도수보다 더 많은 0.478 mg/I의 농도를 나 

타내었고, 이것은 음용수 수질 기준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값이다. 지하수는 전주 지역보다 고창 지역에서 

더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평균 0.564 mgL이었다.

본 연구는 1999년도 전주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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