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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성조건에서 任。가 HCrOi 이온과 반응하여 진한 청색의 CrO(O2)2를 형성하는 반응에 흐름 

주입분석을 도입하여 수용액시료 중 H2O2의 양을 정량할 수 있는 흡수분광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이 분석법 

에 의한 H2O2의 정량범위는 2.00x10-6M~0.020M이며, 측정한계는 약 1.5x10-6M이다. 또한, 이 분석법은 

실제 강우와 강설 중에 존재하는 과산화수소의 농도결정에도 사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ABSTRACT. Hydrogen peroxidefFLOz) reacts with HCrO- in an acidic condition to produce CrO(O2)2 

which exhibits an intense blue color. This reaction is coupled with a technique of Flow Injection Analysis(FIA) 
for the absorption spectrometry of H2O2 in the aqueous samples. The method could be applied for the deter
mination of H2O2 over the range of 2.00x10-6M~0.020 M with the limit of detection of -1.00x10-6 M. The 
method was also used to successfully determination of the H2O2 content in the snow and rain samples.

서 론

지상으로부터 방출된 이산화황 (SO2 尹］체가 대기 중 

의 응축상 (condensed phase 冲서 안정한 형태의 화학종 

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 그 이유들 중의 

하나는 강우나 강설 등의 산성화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 

다. 반응속도에 관련된 실험결과들과 열역학적 수치들 

에 근거하면, H2O2는 대기중 물 (atmospheric water)에서 

S(IV)화학종들이 S(VI)화학종들로 변화되는 과정(예: 

SO23-SO3-啊冲서 주요 산화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 이와 같이 H2O2에 의한 산화반 

응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H2O2에 의한 S(IV)의 산화반응은 산성인 조건에서 그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산성으로 

변화된 환경에서도 H2O2에 의한 산화반응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H2O와 함께 산화제로써 고려 

되는 오존(O3沪］나 산소 (O2) 그리고 이산화질소 (NO2)들 

중에서 H2O2가 물에 가장 잘 녹기 때문이다. 따라서 

H2O必卜 대기 중의 액체상에 가장 많이 녹아 들어가 농 

축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H2O3I 정량작업은 대 

기 중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위 

해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H2O3I 정량 

방법은 포도당(glucose沪］나 콜레스테롤 (cholesterol) 그 

리고 요산 (uric acid 网 같이 임상학적으로 중요한 물질 

의 정량작업에 사용되기도 方］는데, 그 이유는 이런 물 

질들이 효소 (enzyme冲 의해 분해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들 중의 하나가 바로 H2O2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소에 의한 분해반응은 화학양론적으로 일어나므로 생 

성된 H2O0I 농도를 알아낸다면 분해반응이 일어나기 

전 반응물의 초기농도를 알아낼 수가 있다. 수용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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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는 H2O2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들은 이미 다 

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분광학 

적 빙법 (spectrophotometric method)2 이나 전기화학적 

방법 (electrochemical method)，들을 들 수 있다. 이들 

방법들의 측정한계 (limit of detection, LOD庄 오扌 10-6 

M이다. 이들 정량법에 비해 더 높은 감도(sensitivity)를 

요구하는 분석에서는 형광 (fluorescence) 이나 화학발광 

(chemical luminescence)현상에 근거를 둔 발광법 (lum
inescence method)，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 실험에서는 기존의 분광분석법들에 비해 보다 경 

제적이고 간편하게 수용액 중 H2O2를 정량할 수 있는 

흡수분광분석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과 같은 화학반응을 사용하였으며,

HCrO- +2H2O2+HJCrO(O2)2+3H2O

이 화학반응은 이미 Cr(VI)의 정량에 사용되어진 적이 

있다.5 즉, 산성조건에서 H2O2는 CRVI用 반응하여 진 

한 청색의 CrO(O2)2를 형성한다. 이 반응은 정량적으 

로 진행하며, 생성된 CrO(O2)2는 불안정하여 연두색의 

Cr좌이온으로 쉽게 분해된다. 따라서 연속흐름주입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몰흡광계수를 가지는 

진한 푸른색의 CrO(O2)2이 분해되기 전에 그 양을 정 

량함으로써 분석법의 감도와 재현성을 증대시켰다.

실 험

FIA system. 이 실험에서 사용한 FIA system의 계통 

도가 Fig. 1에 실려있다. 이 system에서는 peristaltic pump 
(PP, Ismatec MV Pump System)와 2개의 channel들을 

사용하며, 각 channel을 통한 용액의 운반을 위해서는 

Tygon pump tubing(내경: 0.38 mm, Cole-Parmer Instrument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FIA system for the deter
mination of H2O2 in environmental aqueous samples. PP: 
peristaltic pump, SV: sample injection valve, R: reaction coil 
(knotted delay lines), and DT: UV-VIS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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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厝을 채용하였다. 또한, pump이후의 system 
내의 모든 line들로는 내경이 0.38mm인 테플론관 

(PTFE tubing 曜 사용하■였다. Sample injection valve 
(SV, Rheodyne 6-port valve, loop volume: 1071丄L) 에 

의해 주입된 H2O2 함유시료는 pump(PP)의 첫 번째 

channel을 통한 물의 흐름을 따라 FIA system의 내부 

로 운반된다. 시료의 흐름은 mixing teW 서 pump의 

두 번째 channel을 통한 산성 K2C2O7용액 (K2C13O7 in 
H2SO4)의 흐름과 섞인 후 반응코일 (R)을 통과하면서 

任。와 CnO广이온사이의 반응이 일어난다. 여기서 반 

응코일은 약 10 cm정도의 PTFE tubing을 매듭의 형태 

로 꼬아 제작한 것으로 mixing teW 서 합쳐져 나오는 

두 가지 용액들의 균일한 섞 임을 유도함과 동시에 필요 

에 따라서는 두 가지 화학종들 사이의 반응시간을 부여 

하거나 반응의 용이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任。와 MO*-사이의 신속한 화학양론적인 반응의 생 

성물인 진한 푸른색의 CrO(O2進' 함유하는 용액의 흐 

름은 flow-through cell(부피: 10卩L)이 장착된 검출기 

(DT, UV/VIS detector, Spectra-Physics厝 통과하면서 

CrO(O2)2에 의한 흡광도가 측정된다.

시약. 10-6M~0.1M 농도영역의 H2O2 표준용액들은 

NazSzOa 를 사용한 표준화적정을 통해 제조한 stock 
solution을 적절히 묽혀 제조하였다. H2O와의 반응에 

필요한 冒。2-©］온을 함유하는 용액들 (0.05, 0.07, 0.09, 
0.1, 0.2 M冷 K2Cr2O7(extra pure, Junsei Chemical)■을 

순수(pure water, Milli Q, Academic, Millipore)에 녹 

여 제조하였다. 여기서 HCrO-이온 대신 Cr2O广이온을 

함유중］는 용액을 사용한 이유는 본 실험실에서의 예비 

실험결과 HCrO-이온을 함유하는 용액을 사용하는 경 

우 baseline의 noise level이 다소 증가하여 분석법의 감 

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기 때문이다. 종전의 

실험에서도 HCrO-이온 대신 Cr2O2- 이온을 함유하는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H2O와의 반응성에는 아무런 지 

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5

결과 및 고찰

최적분석파장 . 일반적인 흡수분광분석법에 의해서는 

SO歹 이온과 H2O2 사이의 산화환원반응에 의해 생성 

되는 수용액 중 CrO(O2)舟 흡수스펙트럼을 얻을 수 없 

는데, 그 이유는 수용액에서는 CrO(O2)£| 안정도가 매 

우 낮아 Cr과이온으로 쉽게 분해되기 때문이다.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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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fiect of [H2SO4] on the formation of Cr。。". 
The concentration of the Cr?。?2- solution was fixed at 0.1 M 
and a standard H2O2 solution of 1.00^10^ M was used to mea
sure the absorbance

[H2SO4], M 005 01 02 05 1R

Relative peak height 52.6 52.9 43.8 27.3 16.3

실험에서 이미 CrO(O2)0| 최대흡수파장에 관한 실험 

을 수행하였으며,5 그 결과 590 nm이 CrO(O2)&| 최적 

분석파장으로 얻어졌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도 590 nm 
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US。, 용액의 최적농도. 최적의 산성조건을 위한 

H2SO4용액의 최적농도를 구하기 위해 FIA system! 전 

체 유속을 고정하고 CqO?- 용액의 농도는 0.10 薄 일 

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1.0X10-4M H2O2용액을 사용 

하여 H2SO4용액의 농도변화에 따른 흡광도 변화를 측 

정하였다. 그 결과 기록기에 나타나는 신호의 크기들을 

측정하여 Table 1과 같은 비교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 

르면, H2SO4용액의 농도가 0.10 M일 때 CrO(O2)2에 의 

한 흡광도가 최대이며, H2SO4용액의 농도가 0.10 Mi 
다 더 진해지면 (K2C2O7용액의 산성이 필요이상으로 증 

가되는 경우) CrO(O2)2에 의한 흡광도는 급격히 감소함 

을 볼 수 있다 H2SO4용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CrO 
(O2》에 의한 흡광도는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KzChOr용액의 산성이 필요이상 

으로 증가하게 되면, HCrO-이온이나 CqO广이온이 각 

각 HzCrO와 HChO-이온으로 변하는 평형반응들이 촉 

진되어 H2O2와 반응하여 CrO(O2)2를 생성하는 HCrO「 

이온의 농도는 감소하고 그에 따라 CrO(O2)에 의한 흡 

광도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H2SO4용액의 

최적농도로 0.10 M을 선택하였다.

K2Cr2O용액의 최적농도. FIA system図 전체 유속은 

고정시키고 0.10M H2SO4용액을 사용한 조건에서 

K2C2O7용액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Table 2를 얻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H2O瘁 농도가 

묽은 (8.00x10-6M) 경우 KzCrzOT용액의 최적농도가 0.2 

M인 것으로 얻어졌다. 0.2 M과 0.3 M의 K2C2O7용액 

을 사용하여 얻어진 결과와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0.3 
M인 용액의 사용으로 신호의 크기는 다소 증가하였지 

만 baselin*] noise level이 증가하여 신호증가의 효과 

가 반감됨을 볼 수 있었다. 보다 진한 농도 (1.00x10-4 

M)의 H2O2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대략 0.1 皿도가 최 

적농도임이 관측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정량법의 감도 

(sensitivity)의 증진을 위해 묽은 농도에서 보다 더 큰 

신호를 얻을 수 있는 0.20 M을 K2C2O备액의 최적농 

도로 결정하였다.

최적유속. FIA system에서 0.10M H2SO4용액을 사 

용하여 제조한 0.20 M K2C2O7용액을 사용한 상태에서 

전체유속을 변화시키면서 CrO(O2)2에 의한 흡광도 변 

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용액의 유속이 느린 경우에 

는 반응생성물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CrO(O2)3| 분해에 따라 흡광도는 다소 감소하였 

으며, 반대로 유속의 빨라지면 흡광도는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당 

분석가능 시료의 수, 소요되는 시약의 양, 그리고 흡광 

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최적유속은 2.09 mL/min이다.

최적분석조건에서의 검정선. 앞에서의 실험들을 통하 

여 얻어진 최적분석조건 (0.20M K2C2O7 in 0.10M 
H2SO4, 최대흡수파장: 590 nm, 전체유속: 2.09 mL/min) 
에서 H2O2 표준용액들을 사용하여 얻어진 검정선은 

Fig. 2와 같다. H2O2 표준용액들에 의해 얻어지는 신호 

들의 재현성은 높았으며, 각 농도영역에서의 재현성, 즉 

오차한계는 검정선 상에서 각 농도별로 표시된 점들의 

크기이내이다. 이에 따르면 2.00x10-6~2.00x10-2M의 

넓은 농도범위에 걸쳐 수용액 시료 중 H2O2I 정량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실제 환경시료 중 H2O2의 정량. 앞에서 얻어진 최적 

조건에서 실제 환경시료인 강우와 강설을 채집한 후 

그 속에 함유된 H2O2I 농도를 결정한 결과가 Table 3 
에 실려있다. 이에 따르면 20이년 1월과 2월 춘천 지 

역에서 채집된 강우 및 강설시료 중에는 약 10-5M정 

도의 H2O2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우와 강

Table 2. The effect of [KzC^O?] on the formation of CrO(O2》. The concentration of the H2SO4 solution was fixed at 0.1 M and the 
two standard H2O2 solutions of 1.00X10-4M and 8.00x10-6M were used to measure the absorbance

[K2Cr2O7], M 0.05 0.07 0.08 0.09 0.1 0.2

Relative Peak [H2O2] 1.00x10-4 M 104.8 106.8 109.5 110.5 107.5 104.7
Height [H2O2] 8.00x10-6 M 7.8 8.4 8.7 9.1 8.7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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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ot of log (relative peak height) vs. log [H2O2] over 
the analytical concentration range of [H2O2]=2.00x10-6M 
and 2.00x10-2M.

Table 3. The concentration of H2O2 in the snow and rainwater 
samples collected around the buildings of the College of Nat
ural Sciences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Kangwon-Do during the period of Jan. 8 and Feb. 23, 2001

Dates Jan. 8 Feb. 8 Feb. 23

[H2O2], M 1.06X10"5 1.34X10"5 5.00X10"6 1.00X10"5

설시료로부터 얻어진 이러한 분석결과가 실제로 H2O2 

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에 소량의 

MnO2(MnO抬 수용액 중 压。必 분해를 촉진함厝 가 

한 후 시료 중 HzOBI 정량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아 

무런 흡광도도 측정되지 않았으므로 강우와 강설시료 

에 대한 H2O2측정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결 론

산성조건에서 H2O必卜 HCrO-이온과 반응하여 진한 

청색의 CrO(O2)2를 형성하는 반응에 흐름주입분석을 도 

입하여 수용액시료 중 HzOBI 양을 정량할 수 있는 흡 

수분광분석법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분광학적인 분석법 

들의 경우 편리하게 구입할 수 없는 시약들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분석과정이 다소 복잡하였으나 그에 비해 

현재 개발된 정량법은 보다 더 경제적이고 손쉬운 분석 

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HO必 정량켐위는 2.00X10-6M 
-0.020M로 아주 넓으며, 측정한계는 약 1.5X10-6M이 

다. 또한, 이 분석법은 실제 강우와 강설 중에 존재하 

는 과산화수소의 농도결정에도 사용할 수 있음이 밝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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