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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상 하 수 도 협 회
수도용 약품 평가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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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and analysis method of chemicals for drinking water treatment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정수 또는 정수처리과정에서 주입되는 수도용 약품의 위생성 평가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낸 표준은 이 표준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
이다. 이러한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체

KS E 3605

분괴혼합물-샘플링방법 통칙

KS M 0001

화학분석 및 시험방법에 대한 통칙

KS M 0012

흡광광도분석방법 통칙

KS M 0016

원자흡광분석방법 통칙

KS M 0028

방출분광분석방법 통칙

KS M 0076

화학분석용 물

KS M 1002

카드뮴 표준액

KS M 1003

철 표준액

KS M 1004

구리표준액

KS M 1005

니켈표준액

KS M 1007

납 표준액

KS M 1008

크롬 표준액

KS M 1009

안티몬 표준액

KS M 1017

비소 표준액

KS M 1040

망간 표준액

KS M 1043

질산이온 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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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1044

아질산이온 표준액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199

방향족제품 및 타르제품시료 채취방법

KS M 7602

거름종이 (화학분석용)

KS M 8005

부피 분석용 표준시약

KS M 8038

염화칼슘 (시약)

KS M 8056

술파닐아미드 (시약)

KS M 8070

수산화 칼슘 (시약)

KS M 8075

육클로로 백금(IV)산 칼륨 (시약)(염화백금산칼륨)

KS M 8077

염화.1.10-페난트로리늄.1수화물 (시약)

KS M 8113

아황산나트륨 ( 무수 ) ( 시약 )

KS M 8175

페놀

KS M 8241

피리딘 (시약)

KS M 8257

염화히드록실암모늄

KS M 8294

염화히드록실암모늄

KS M 8304

아질산나트륨

KS M 8336

과염소산마그네슘 (시약)

KS M 8337

황산칼슘알루미늄 12수화물

KS M 8341

크롬산칼륨

KS M 8362

질산바륨 (시약)

KS M 8373

4-아미노 안티피린 (시약)

KS M 8374

3-메틸-1-부탄올 (시약)

KS M 8390

질산칼슘 (4수화물) (시약)

KS M 8457

브롬화칼륨

KS M 8463

N,N-디에틸 디티오 카르바미드산 은 (시약)

KS M 8472

비스(3-메틸-1-페닐-5-피라졸론) (시약)

KS M 8517

글리신(시약)

KS M 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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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8546
KS M 8554

쿠르쿠민(시약)
p-디메틸아미노벤질리덴로다닌

KS M ISO 6353-2 R1

아세트산

KS M ISO 6353-2 R2

아세톤

KS M ISO 6353-2 R3

암모니아용액(25%)

KS M ISO 6353-2 R4

아세트산암모늄

KS M ISO 6353-2 R5

염화암모늄

KS M ISO 6353-2 R11

에탄올

KS M ISO 6353-2 R12

에틸렌 디아민 사아세트산 이수소 이나트륨 2수화물

KS M ISO 6353-2 R13

염산

KS M ISO 6353-2 R15

염화히드록실암모늄

KS M ISO 6353-2 R18

메타놀

KS M ISO 6353-2 R19

질산

KS M ISO 6353-2 R20

옥살산 2수화물

KS M ISO 6353-2 R25

요오드화칼륨

KS M ISO 6353-2 R26

과망간산칼륨

KS M ISO 6353-2 R28

질산은

KS M ISO 6353-2 R30

탄산나트륨

KS M ISO 6353-2 R32

염화나트륨

KS M ISO 6353-2 R33

인산수소나트륨 12수화물

KS M ISO 6353-2 R34

수산화나트륨

KS M ISO 6353-2 R35

황산나트륨 무수물

KS M ISO 6353-2 R36

티오황산나트륨 5수화물

KS M ISO 6353-2 R37

황산

KS M ISO 6353-2 R38

염화주석(Ⅱ) 2수화물

KS M ISO 6353-2 R39

톨루엔

KS M ISO 6353-2 R40

아연

KS M ISO 6353-3 R43

황산암모늄 12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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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ISO 6353-3 R50

붕 산

KS M ISO 6353-3 R55

염화코발트(Ⅱ) 6수화물

KS M ISO 6353-3 R62

에틸아세테이트

KS M ISO 6353-3 R65

칠몰리브덴산육암모늄 4수화물

KS M ISO 6353-3 R71

아세트산 납(Ⅱ) 3수화물

KS M ISO 6353-3 R72

염화제이수은

KS M ISO 6353-3 R75

브롬산칼륨

KS M ISO 6353-3 R79

인산이수소칼륨

KS M ISO 6353-3 R81

육시아노철(Ⅲ)산 칼륨

KS M ISO 6353-3 R89

탄산수소나트륨

KS M ISO 6353-3 R90

질산나트륨

KS M ISO 6353-3 R92

전분(수용성)

KS M ISO 10523

수질-pH 측정방법

3.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수도용 약품
3.2 약품시료

수도시설에 있어서 정수 또는 정수처리과정에서 물에 주입하는 약품.
수도용 약품의 평가시험을 하기 위하여 어떤 구성단위의 집합물로부터 채

취한 소량의 부분.
3.3 시험용액
3.4 바탕시험액

수도용 약품의 시험을 하기 위하여 제조한 용액.
시험용액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시약과 양을 사용하나, 대상이

되는 수도용 약품을 첨가하지 아니하고 조작하여 얻어지는 용액
3.5 검액
3.6 물

시험조작 과정에서 처리된 시험용액
항목에 따라 규정되어있는 경우 이외에는 KS M 0076에 규정하는 A3이상의 품질

을 가진 것.
3.7 무취수(無臭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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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방법
평가는 “설정최대주입률에서 수도용 약품으로부터 부과된 각 평가항목의 농도가 이에 대응
하는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 적합하다”로 한다.
4.1 설정 최대주입률

설정 최대주입률은 표1의 값을 사용한다.

(최대주입률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수도용 약품에 대해서는, 수도용 약품의 제조업체등이
사용방법에 표시하여 수도사업자에게 제시하는 최대주입률 또는 그 수도용 약품을 사용하는
수도사업자가 설정한 최대주입률을 사용하여도 좋다)
표1

수도용 약품의 설정 최대주입률

(mg/L)

약품명

설정 최대주입률

약품명

설정 최대주입률

폴리염화알루미늄

300(1)

분말활성탄

100(7)

액체황산알루미늄

300(2)

황산

50

고형황산알루미늄

200(3)

염산

50

수산화칼슘

100

규산나트륨

20

과망간산칼륨

10

수산화나트륨

300

탄산나트륨

200

황산동

2

액화염소

50

폴리아크릴아미드

1

이산화염소

2(8)

아염소산나트륨

0.2(8)

차아염소산나트륨
식염(6)
주 (1)

(4)

(5)

150

45(6)

황산알루미늄 10 %의 제품에 대한 값

(2)

황산알루미늄 8 %의 제품에 대한 값

(3)

황산알루미늄 15 %의 제품에 대한 값

(4)

수산화나트륨 45 %의 제품에 대한 값

(5)

유효염소 10 %의 제품에 대한 값

(6)

식염은 생성 차아염소산나트륨용으로 식염농도 3 %, 유효염소 1 %로 환산한 값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 150 mg/L에 상당한다.

(7)

수분 50 %의 분말활성탄에 대한 값

(8)

시설기준에서 정한 값으로 이보다 높게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4.2 설정 최대주입률에서의 수도용 약품으로부터 부과된 각 평가항목의 농도
설정 최대주입률에서 수도용 약품으로부터 부과된 각 평가항목의 농도는 다음 각 항 중에서
구한다.
4.2.1 7.에 의하여 조제한 시험용액에 대해서 6.에서 정한 항목을 8.에 따라 분석하고, 9.에
의하여 보정하여 얻어진 값
4.2.2 한국상하수도협회 표준이 없는 수도용 약품으로 그 외의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
준에서 지정된 분석법에 의하여 평가항목의 함유량을 구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부가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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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농도(mg/L)=평가항목의 분석치(mg/kg)×해당수도용 약품의 최대주입률(mg/L)×10-6
다만, 응집제에 대해서는 7.1.2, 7.2.1 또는 7.2.9에 따라 응집, 침전, 여과한 용액에 대하여
분석한 값을 사용하여도 좋다.
4.3 평가
4.2.1 또는 4.2.2에서 구하여진 각 평가항목의 농도가 전부 표2의 평가기준치 이하의 경우
에는 적합하다.
평가기준치를 초과하는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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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평가항목
카드뮴
수은
셀렌
납
비소
육가크롬
시안
질산성질소 및 아질산성질소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아연
철
동
망간
음이온계면활성제
1,1,1-트리클로로에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맛
냄새
색도
니켈
안티몬
붕소
몰리브덴
우라늄
바륨
은
아크릴아미드모노마
이산화염소
아염소산 이온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평가기준
0.001 mg/L 이하일 것.
0.000 05 mg/L 이하일 것.
0.001 mg/L 이하일 것.
0.005 mg/L 이하일 것.
0.001 mg/L 이하일 것.
0.005 mg/L 이하일 것.
0.001 mg/L 이하일 것.
1.0 mg/L 이하일 것.
0.000 2 mg/L 이하일 것.
0.000 4 mg/L 이하일 것.
0.002 mg/L 이하일 것.
0.002 mg/L 이하일 것.
0.004 mg/L 이하일 것.
0.001 mg/L 이하일 것.
0.000 6 mg/L 이하일 것.
0.003 mg/L 이하일 것.
0.001 mg/L 이하일 것.
0.1 mg/L 이하일 것.
0.03 mg/L 이하일 것.
0.1 mg/L 이하일 것.
0.005 mg/L 이하일 것.
0.02 mg/L 이하일 것.
0.03 mg/L 이하일 것.
페놀로서 0.005 mg/L 이하일 것.
1.0 mg/L 이하일 것.
이상이 없을 것
이상이 없을 것
0.5도 이하일 것.
0.001 mg/L 이하일 것.
0.000 2 mg/L 이하일 것.
0.1 mg/L 이하일 것.
0.007 mg/L 이하일 것.
0.000 2 mg/L 이하일 것.
0.07 mg/L 이하일 것.
0.01 mg/L 이하일 것.
0.000 05 mg/L 이하일 것.
2.0 mg/L 이하일 것.
0.2 mg/L 이하일 것.

5. 시료
평가시험에 사용되는 수도용 약품의 시료 (이하 “약품시료”로 한다)는, 제품전체를 대표하
고, 분석치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취한다.
5.1 채취방법

약품시료는 해당 수도용 약품의 제조공장별 적절한 크기의 제품로트별로,

납입품의 경우는 1회의 납입품 전량에서 필요량을 채취한다.
샘플링에 관해서는 액체제품에 대해서는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 7 -

KWWA A 110 : 2009

M 2199 방향족 제품 및 타르제품 시료채취방법, 고형제품에 대해서는 KS E 3605 분괴혼
합물-샘플링방법 통칙을 적용한다.
5.2 채취빈도

샘플링 및 시험의 빈도는 수도사업자와 납품업자와의 구매계약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샘플링을 실시한다.
5.2.1 신규계약을 위한 신청이 있을 경우
5.2.2 구입계약시 (계약변경시를 포함)
5.2.3 계약기간 또는 제품납입기간 중에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제조공정의 품질관
리 상태, 제품 품질의 균일하지 않을 때 등을 고려하여 빈도를 결정한다.
5.2.4 성능품질이 의심스러울 때
5.3 보존

채취한 약품시료는 밀폐 가능한 깨끗한 용기에 가득 채워 넣고, 외부의 접촉을

피하도록 밀폐하여, 필요사항을 기입한 라벨을 붙이고, 시험에 착수하기 전까지 보존한다.
보존기간 중에는 빛의 영양으로 변질이 우려될 경우에는 차광기구를 사용한다.
기입에 필요한 사항은 품명, 제조업체명, 로트명, 채취장소, 연월일, 채취자등이다.

6. 각 수도용 약품의 분석항목
6.1 한국상하수도협회 표준에 적합한 각 수도용 약품의 시설기준에 대응하는 분석항목을 표
3에 표시한다. 분석항목은 각 수도용 약품의 표준에서 결정한다.
6.2 한국상하수도협회 표준에서 정하는 수도용 약품에서도 제조를 신규로 할 경우, 제조방
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적어도 1회는 표2의 전 평가항목을 분석한다. 다만 평가항목중, 아
크릴 아미드 모노마는 아크릴 아미드 폴리마 유기고분자응집제에, 이산화염소와 아염소산이
온은 이산화염소에 적용한다.
6.3 한국상하수도협회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약품을 수도용으로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어도
1회는 표2의 전 평가항목 분석한다. 또한 원재료 및 제조공정등을 고려하여 위생성 등을 평
가해야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도 분석한다.
6.4 6.2 및 6.3의 경우에도 원료의 분석결과, 제조공정, 제조공정의 관리결과, 제품의 분석결
과 등으로부터 평가항목 중 명확하게 함유되지 않은 사항을 주문서등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
한 수도용 약품에 대해서는 그 항목 (6.1에서 정하는 항목 제외)의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표3

각 수도용 약품의 분석항목

약품명

분석항목

수도용 폴리염화 알루미늄

카드뮴, 수은, 셀렌, 납, 비소, 육가크롬, 철, 망간, 니켈, 안티몬

수도용 황산 알루미늄

카드뮴, 수은, 셀렌, 납, 비소, 육가크롬, 철, 망간, 니켈, 안티몬

수도용 차아염소산나트륨

카드뮴, 수은, 셀렌, 납, 비소, 육가크롬

수도용 수산화나트륨

카드뮴, 수은, 셀렌, 납, 비소, 육가크롬, 니켈, 안티몬

수도용 탄산 나트륨

카드뮴, 수은, 셀렌, 납, 비소, 육가크롬, 망간, 니켈

비고 1 이 표는 수도용 약품의 한국상하수도협회 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그 약품명
및 분석항목이 추가 또는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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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용액

수도 약품의 시험용액의 제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또한 평가항목의 분석방법에 사용하는 시험기구의

성능, 시험조건등에 따라 정량감도 좋을

경우에는 설정최대주입율의 10배가 아닌, 설정최대주입률로 하여도 좋다.
7.2에 기재되지 않은 수도용 약품에 대해서는 수도에 있어서 사용실태를 예측하여 최대 주
입률을 결정, 그 화학적 특성으로부터 판단하여 7.2를 참고로 하여 시험용액을 조제한다.
시험용액제조에 사용하는 수산화나트륨은 KS M ISO 6353-2 R34, 염산은 KS M ISO
6353-2 R13, 질산은 KS M ISO 6353-2 R19, 황산은 KS M ISO 6353-2 R37, 염화히드
록실암모늄은 KS M ISO 6353-2 R15에 규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7.1 조제방법의 기본적조작
7.1.1 응집, 침전, 여과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1)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디클
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
에틸렌, 벤젠, 음이온계면활성제, 1,1,1-트리클로로에탄,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색도,
붕소, 아크릴아미드모노마, 아염소산이온, 이산화염소의 시험용의 경우 (이하 “일반시험용액”
이라 한다)는 약품시료를 설정최대주입률 값의 10배의 양을 달아 채취하고, 물 약 900 ㎖을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고 용해하고 필요에 따라 환원처리, 여과를 실시한 후 수산화나트륨
또는 염산용액 등을 사용하여 pH를 7.0으로 조정하고 용량플라스크 1 000 ㎖에 옮겨 넣고,
물을 표선까지 채운다. pH를 7.0으로 했을 때에 침전을 일으키는 수도용 약품의 경우에는
7.1.2에 따른다.
이 시험용액조제에서 여과는 자연여과 또는 청정한 공기나 질소 등을 사용하여 가압여과에
따른 것으로 하고, 흡인여과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표2의 사염화탄소～벤젠 및 1,1,1-트
리클로로에탄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 한다)중 어느 것도 시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흡인여과를 하여도 좋다. 여과에는 유리섬유여과 (구멍지름 0.5 ㎛) 또는 이와 상당하는 거
름종이를 사용한다.
본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는 물에 세척한 것을 사용한다. 시험용액은 물에서
세척하여 건조시킨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에 담고, 8.의 시험에 사용한다.
2) 카드뮴, 수은, 납, 육가크롬, 아연, 철, 동, 망간, 니켈, 몰리브덴, 우라늄, 바륨, 은의 시험
용인 경우 (이하 “카드뮴등 시험용액”이라 한다)는 약품시료를 설정최대주입율의 값의 10배
량(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어 녹이고, 필요에 따라
환원처리․여과를 실시한 후, 질산을 사용하여 pH값을 2이하로 하고, 용량플라스크 1 000
㎖에 옮겨 넣고, 물을 표선까지 채운다. 여과에는 유리섬유여과 (구멍지름 0.5 ㎛) 또는 이와
상당하는 거름종이를 사용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는 질산 및 물에 세척한 것을 사용한다. 시험용액은
질산 및 물에 세척하여 건조시킨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에 담고, 8.의 시험에 사용한다.
3) 셀렌, 비소 또는 안티몬의 시험용인 경우 (이하 “셀렌등 시험용액”이라 한다)는 2)와 같
은 조작을 하나, 질산 대신 염산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프레임리스 원자흡광광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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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경우에는 2)의 카드뮴등 시험용액으로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전항 같은 것으로 한다.
4) 맛 또는 냄새의 시험용의 경우 (이하 “맛 냄새 시험용액”이라 한다)는 설정최대주입율의
값의 양 (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물 900 ㎖을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어 용해하고, 필요에
따라 환원처리를 한 후, 질산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사용하여 pH값을 7.0으로 조정하
고, 물로 1 000 ㎖로 한다. 필요한 경우 여과한다. 여과는 자연여과 또는 청정한 공기나 질
소등을 사용하여 가압여과에 따른 것으로 하고, 흡인여과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는 물 또는 무취수로 세척한 것을 사용한다. 시험용
액은 물 및 무취수로 세척하여 건조된 유리병에 담고. 8.의 시험에 사용한다.
7.1.2 응집, 침전, 여과처리를 한 경우
물 1 000 ㎖를 넣은 비이커에 수도용 약품을 설정최대주입율의 10배 농도로 첨가하고, 교반
하면서 황산 또는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응집에 적절한 pH값을 조정한다. 약 1시간
정치하고, 생성된 플록을 침전시킨 후, 상등액을 유리섬유여과지(구멍지름 0.5 ㎛) 또는 이와
상당하는 거름종이에 여과하고 여과액을 채취한다. 여과에 있어 주의사항은 7.1.1의 1) 및
4)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카올린을 첨가한 물을 사용하고, 설정최대주입율의 10배농도의 대상약품과 수
도용 폴리염화알루미늄, 수도용 황산알루미늄 또는 KS M 8337에 규정하는 황산칼륨알루미
늄12수화물 용액 적당량을 가하여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도 좋다.
일반항목 시험용액으로는 여과액을 사용한다. 카드뮴등 시험용액으로서는 여과액에 질산을
가하고, 셀렌등 시험용액으로서는 여과액에 염산(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도법에 의한 경우는
질산)을 가하여 pH값을 2이하로 한다.
맛 냄새 시험용액으로는 첨가농도를 설정최대주입률로 한 여과액으로 한다.
각각의 시험용액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1)～4)에 따른다.
7.2 각 수도용약품별 시험용액의 조제방법
7.2.1 황산알루미늄, 폴리염화알루미늄, 황산제2철, 염화제2철
1) 일반항목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약품의 설정최대주입률 값의 10배량(mg 단위로)를
달아 담고, 물 약 900 ㎖를 넣어 비이커에 넣어 용해하고,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pH값을 7.0으로 조정하고, 물로 1 000 ㎖로 한 후, 약 1시간 정치한다. 이 상등액을 유리섬
유여과지(구멍지름 0.5 ㎛) 또는 이와 상당하는 거름종이로 여과한 여과액을 시험용액으
로 한다.
여과조작에서의 주의는 7.1.1의 1)에 따른다. 또한 이 시험용액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1)에 따른다.
2) 카드뮴등 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약품의 설정최대주입률 값의 10배량 (mg 단위로)
를 달아 담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어 용해하고, 질산을 사용하여 pH
값을 2이하로 하고, 물로 1 000 ㎖ 되게 한다. 필요가 있으면 유리섬유여과지(구멍지름 0.5
㎛) 또는 이와 상당하는 거름종이로 여과한 여과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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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3) 셀렌등 시험용액 : 2)와 같은 조작을 하거나, 질산 대신 염산을 사용한다. 다만 플레임
리스-원자흡광광도법에 따를 경우에는 2)로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4) 맛 냄세 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약품의 설정최대주입률값의 양(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고 용해하여, 이하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
작한다.
여과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7.1.1의 4)에 따른다. 또한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4)에 따른다.
응집, 침전, 여과처리를 한 경우의 조작은 다음과 같다.
a) 물 1 000 ㎖에 대상약품을 설정최대주입율의 10배 농도로 첨가한다.
b) 교반하며, 황산 또는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pH값을 조정한다.
c) 약 1시간 정치하고 생성된 플록을 침전시킨다.
d) 상등액을 유리섬유여과지(구멍지름 0.5 ㎛) 또는 이와 상당하는 거름종이로 여과하고,
여과액을 채취한다.
일반항목시험용액으로서는 d)의 여과액을 사용한다. 이 경우 여과조작에 있어서 주
의사항은 7.1.1 1)에 따른다. 카드뮴등 시험용액으로서는 d)의 여과액에 질산을 가
하고, 셀렌 등 시험용액으로서는 d)의 여과액에 염산 (플레임리스-원자광도법에 따르
는 경우에는 질산)을 가하여, pH치를 2이하로 한다.
맛 냄새 시험용액은 a)에 의한 첨가농도를 설정최대주입률로하고, 일반항목시험용액
과 같이 조작한다.
7.2.2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규산나트륨
1) 일반항목 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약품의 설정최대주입률 값의 10배량(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어 용해하고, 염산등의 용액을 사용하
여 pH값을 7.0으로 조정하고, 물로 1 000 ㎖가 되게 한다. 필요가 있으면 여과를 실시한다.
유기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의 시험용액에서 염산에 의한 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황산
용액을 사용하여도 좋다.
여과조작에 있어서 주의는 7.1.1 1)에 따른다. 또한 본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
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1)에 따른다.
2) 카드뮴등 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 약품의 설정최대주입률값의 10배량(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고 용해하고, 질산을 사용하여 pH값을
2이하로 하고, 물로 1 000 ㎖가 되게 한다. 필요가 있으면 여과를 실시한다.
3) 셀렌등 시험용액 : 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나, 질산대신에 염산을 사용한다. 다만 플
레임리스 원자흡광광도법에 의한 경우에는 2)로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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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맛 냄새 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 약품의 설정최대주입률값의 양(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어 용해하고, 질산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
을 사용하여 pH값을 7.0으로 조정하고, 물로 1 000 ㎖로 한다. 필요가 있으면 여과를 실시한다.
여과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7.1.1의 4)에 따른다.
규산나트륨의 경우, 조작도중에 생성된 겔을 유리섬유여과지(구멍지름 0.5 ㎛) 또는 이와
상당하는 거름종이에 여과하고, 여과액에 대해서 이후의 조작을 계속한다.
7.2.3 수산화칼슘, 활성알루미나
약품시료를 유리막자사발을 사용하여 잘게 분쇄한 것에 대하여 다음의 조작을 한다.
1) 일반항목 시험용액 : 해당 약품의 설정최대주입률값의 10배량(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물 4 ㎖를 넣은 비이커를 60 ℃에서 가온하며 서서히 옮겨 넣고, 페이스트가 되면 80 ℃
의 물 65 ㎖를 가하여 용해하고, 실온에서 냉각한다. 냉각 후, 유리섬유여과지(구멍지름
0.5 ㎛) 또는 이와 상당하는 거름종이에 여과하고, 여과액을 염산용액으로 pH값을 7.0으
로 조정하고 물로 1 000 ㎖가 되게 한다. 유기물등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의 시험용액에서
염산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황산용액을 사용하여도 좋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시험용액은 가온조작 및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고 조제한다. 또한
여과조작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7.1.1의 1)에 따른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1)에 따른다.
2) 카드뮴등 시험용액 : 1)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염산대신에 황산을 사용한다. 그
후 질산을 사용하여 pH값을 2이하로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3) 셀렌등 시험용액 : 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나, 질산대신에 염산을 사용한다. 다만 플
레임리스 원자흡광광도법에 의한 경우에는 2)로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4) 맛 냄새 시험용액 : 1)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시험용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해당약품의 설정최대주입률값의 양(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질산을 사용한다.
여과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7.1.1의 4)에 따른다. 또한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4)에 따른다.
7.2.4 황산, 염산, 황산동
1) 일반항목 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 약품의 설정 최대주입률값의 10배량(mg 단위로)
을 달아 담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어 용해하고,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pH값을 7.0으로 조정하고, 물로 1 000 ㎖로 한다. 필요에 따라 유리섬유여과지
(구멍지름 0.5 ㎛) 또는 이와 상당하는 거름종이로 여과를 실시한다.
여과조작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7.1.1의 1)에 따른다. 또한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
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1)에 따른다.
2) 카드뮴등 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약품의 설정최대주입률값의 10배량 (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어 용해하고, 질산을 사용하여 pH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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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2이하로 하고, 물로 1 000 ㎖로 한다. 필요가 있으면 여과를 실시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3) 셀렌등 시험용액 : 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나, 질산대신에 염산을 사용한다. 다만 플
레임리스 원자흡광광도법에 의한 경우에는 2)로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4) 맛 냄새 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약품의 설정최대주입률값의 양(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어 용해하고,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pH값을 7.0으로 조정하고, 물로 1 000 ㎖가 되게 한다. 필요가 있으면 여과를 실시한다.
여과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7.1.1의 4)에 따른다. 또한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4)에 따른다.
7.2.5 차아염소산나트륨, 고도표백분,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아염소산나트륨
1) 일반항목 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약품의 설정최대주입률값의 10배량(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어 용해하고, 필요에 따라 여과를 실시
한 후, 염산으로 pH값을 약 2로 하고, 가열하여 염산가스등을 제거한 후, 냉각하고, 염화
히드록실암모늄용액을 시료용액이 투명하게 될 때까지 첨가하고,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
용하여 pH값을 7.0으로 조정하고 물로 1 000 ㎖가 되게 한다. 필요에 따라 유리섬유여과
지 (구멍지름 0.5 ㎛) 또는 이와 상당하는 거름종이로 여과한 여과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험용액은 가온조작을 하지 않고, 염화히드록실암모늄용액을 용액
이 투명하게 될 때까지 첨가하고 이하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다. 여과조작에 있어서 주의
사항은 7.1.1의 1)에 따른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1)에 따른다.
2) 카드뮴등 시험용액 : 1)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염산대신에 질산을 사용하고, 수
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pH값을 7.0으로 하는 조작을 하지 않고, 물로 1 000 ㎖로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3) 셀렌등 시험용액 : 1)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pH값
을 7.0으로 하는 조작을 하지 않고, 물로 1 000 ㎖로 한다. 다만, 프레임리스 원자흡광광도
법에 의할 경우에는 2)와 같이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3) 맛 냄새 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약품의 설정최대주입률값의 양(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어 용해하고 이하 질산을 사용하여 1)의 휘
발성유기화합물의 시험용액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다.
여과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7.1.1의 4)에 따른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4)에 따른다.
7.2.6 액화염소
1) 일반항목시험용액 : 용량플라스크 250 ㎖에 냉수 약 220 ㎖를 넣어 마개를 하고, 1 mm
단위까지 달아 기록한 후, 마개를 제거하고 염소가스를 소정의 질량이 될 때까지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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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무게를 기록한다.
마개를 하여 천천히 플라스크를 3회 회전시켜 혼합한 후, 비이커에 옮겨 넣고, 염산으로
pH값을 약 2로 하고, 염화히드록실암모늄용액을 시료용액이 투명하게 될 때까지 첨가하
고,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pH 7.0으로 한 후, 용량플라스크 250 ㎖에 옮겨 넣고,
물을 표선까지 채운다.
여과조작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7.1.1의 1)에 따른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1)에 따른다.
2) 카드뮴등 시험용액 : 1)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염산대신 질산을 사용한다. 수산
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중화조작을 하지 않고, 물로 250 ㎖로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3) 셀렌 등 시험용액 : 1)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중화
조작을 하지 않고 물로 250 ㎖로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4) 맛 냄새 시험용액 : 1)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염산대신에 질산을 사용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4)에 따른다.
7.2.7 식염, 아황산나트륨, 아황산수소나트륨
1) 일반항목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약품의 설정최대주입률값의 10배량(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어 용해하고,

필요에 따라 수산화나트륨

또는 염산용액을 사용하여 pH 값을 7.0으로 하여 물로 1 000 ㎖가 되게 한다. 필요하면 유리섬유
여과지 (구멍지름 0.5 ㎛) 또는 이와 상당하는 거름종이에 여과를 실시한다.
2) 카드뮴등 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약품의 시험용시료를 설정최대주입률값의 10배량
(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어 용해하고, 질산을 사
용하여 pH값을 2이하로 하고, 물로 1 000 ㎖가 되게 한다. 필요가 있으면 여과를 실시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3) 셀렌등 시험용액 : 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질산 대신에 염산을 사용한다. 다만,
프레임리스 원자흡광광도법에 의할 경우에는 2)와 같이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4) 맛 냄새 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약품의 설정최대주입률값의 양(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어 용해하고, 필요에 따라 수산화나트륨 또는
질산용액을 사용하여 pH값을 7.0으로 하고, 물로 1 000 ㎖가 되게 한다. 필요가 있으면 여
과를 실시한다.
여과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7.1.1의 4)에 따른다. 또한 이 시험 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4)에 따른다.
7.2.8 분말활성탄
1) 일반항목 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 약품의 설정최대주입률값의 10배량(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물 1 0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고, 마그네틱․스타라를 사용하여 분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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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의 입자가 상시 현탁되어 있는 상태에서 1시간 교반하고, 유리섬유여과지(구멍지름
0.5 ㎛) 또는 이와 상당하는 거름종이를 사용하여 여과하고, 여과액을 필요에 따라 수산화
나트륨용액 또는 염산용액을 사용하여 pH값을 7.0으로 한다.
여과조작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7.1.1의 1)에 따른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1)에 따른다.
2) 카드뮴등 시험용액 : 1)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여과액에 대해서 질산을 사용하
여 pH값을 2이하로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로 한다.
3) 셀렌등 시험용액 : 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질산대신에 염산을 사용한다. 다만
프레임리스 원자흡광광도법에 의한 경우에는 2)와 같이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4) 맛 냄새 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해당약품의 설정최대주입율값의 양(mg 단위로)을 달아
담고, 이하 1)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염산 대신에 질산을 사용한다.
여과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7.1.1의 4)에 따른다. 또한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4)에 따른다.
7.2.9 폴리아클릴아미드
1) 물 1 000 ㎖에 폴리아크릴아미드를 설정최대주입률값의 10배량(mg 단위로)을 가하여, 교
반하여 용해한다.
2) 교반하면서 카오린 약 50 mg, 수도용폴리염화알루미늄, 수도용 액체황산알루미늄 또는
KS M 8337에 규정하는 황산칼륨알루미늄 12수화물의 용액 적당량을 가하여, 황산 또
는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pH값을 약 7로 조정하고, 응집처리한다.
3) 약 1시간정치하고, 생성한 플록을 침전시킨다.
4) 상등액을 유리섬유여과지(구멍지름 0.5 ㎛) 또는 이와 상당하는 거름종이로 여과하고,
여과액을 채취한다.
a) 일반항목 시험용액 : 4)의 여과액으로 한다.
여과조작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7.1.1의 1)에 따른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1)에 따른다.
b) 카드뮴등 시험용액 : 4)의 여과액에 질산을 가하여 pH값을 2이하로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c) 셀렌등 시험용액 : 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질산대신에 염산으로 사용한다. 다
만 프레임리스 원자흡광광도법에 의한 경우는 2)와 같이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d) 맛 냄새 시험용액 : 4)의 여과액으로 한다.
여과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7.1.1의 4)에 따른다. 또한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4)에 따른다.
7.2.10 이산화염소

- 15 -

KWWA A 110 : 2009

이산화염소주입시설 중, 이산화염소발생장치의 주입측으로부터 채취한 약품시료에 대해서
부속서 17의 2.1의 (t)에 의하여 이산화염소농도(mg/㎖)를 구하고, 다음 식에 의하여 시험
용액조제를 위한 채취량(㎖)을 계산한다.
설정최대주입률값으로 한 양(㎖) =

2(mg/L)
이산화염소농도 ( mg/㎖)× 10

3

여기에서 2는 설정최대주입율의 값
1) 일반항목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윗 식으로 구한 값의 10배량(용량으로)을 분취하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어 용해하고, 염산으로 pH값을 약 2로 하고, 염화히드
록실암모늄용액을 시료용액이 투명하게 될 때까지 첨가하고,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
여 pH값을 7.0으로 한 후, 물로 1 000 ㎖로 한다.
여과조작에 있어서 주의는 7.1.1의 1)에 따른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1)에 따른다.
2) 카드뮴등 시험용액 : 1)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염산 대신에 질산을 사용하고, 수
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한 중화조작을 하지않고, 물로 1 000 ㎖로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3) 셀렌등 시험용액 : 1)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거나,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한 중화조
작을 하지 않고 물로 1 000 ㎖로 한다. 다만 프레임리스 원자흡광광도법에 의한 경우에는
2)와 같이 한다.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2)에 따른다.
4) 맛 냄새 시험용액 : 약품시료를 윗 식에서 구한 값의 양(용량으로)을 분취하고, 물 약
900 ㎖를 넣은 비이커에 옮겨 넣어 용해하고, 질산으로 pH값을 약 2로하고, 염화히드록실
암모늄용액을 시료용액이 투명하게 될 때까지 첨가하고, 수산화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pH값을 7.0으로 한 후, 물로 1 000 ㎖로 한다.
여과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7.1.1의 4)에 따른다. 또한 이 시험용액의 조제에 사용하는
기구류의 세척 및 채취용기는 7.1.1의 4)에 따른다.

8. 시험

시험용액의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8.1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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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분석방법
평가항목

분석방법
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도법 또는 고주파유도결합

카드뮴

부속서1

수은

환원기화-원자흡광광도법
부속서2
부속서3 또는 부속서1의 수소화물발생-원자흡광광도법 또는 프레임리스-

셀렌
납
비소

플라즈마방출분광분석법(2) (이하 ICP법 이라한다)

원자흡광광도법
2(1)
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도법 또는 ICP법
부속서1
부속서3 또는 부속서1의 수소화물발생-원자흡광광도법 또는 프레임리스-

2

원자흡광광도법

육가크롬

부속서1

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도법 또는 ICP법

시안

부속서4

흡광광도법

질산성질소 및 아질산성질소

부속서5

이온크로마토그래프법 또는 흡광광도법
퍼지트랩-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사염화탄소

부속서6의 2 또는 3

1,2-디클로로에탄

부속서6의 2

1,1-디클로로에틸렌

부속서6

(이하

PT-GC-MS법이라한다) 또는 퍼지트랩-가스크로마
토그래프법 (이하 PT-GC법이라 한다)
PT-GC-MS법
PT-GC-MS법, 헤드스페이스-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법 (이하 HS-GC-MS법이라 한다) 또는
PT-GC법

디클로로메탄

부속서6

PT-GC-MS법, HS-GC-MS법 또는 PT-GC법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부속서6

PT-GC-MS법, HS-GC-MS법 또는 PT-GC법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부속서6

PT-GC-MS법, HS-GC-MS법 또는 PT-GC법

1,1,2-트리클로로에탄

부속서6의 2 또는 3

PT-GC-MS법 또는 PT-GC법

트리클로로에틸렌

부속서6

PT-GC-MS법, HS-GC-MS법 또는 PT-GC법

벤젠

부속서6

PT-GC-MS법, HS-GC-MS법 또는 PT-GC법

아연

부속서1

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도법 또는 ICP법

철

부속서1 또는 부속서7

동

부속서1

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도법 또는 ICP법

망간

부속서1

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도법 또는 ICP법

음이온계면활성제

부속서8

흡광광도법

1,1,1-트리클로로에탄

부속서6

PT-GC-MS법, HS-GC-MS법 또는 PT-GC법

페놀류

부속서9

흡광광도법

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도법, ICP법 또는 흡광광
도법

유기물등(과망간산칼륨소비량) 부속서10

적정법

맛

부속서11

관능법

냄새

부속서12

관능법

색도

부속서13

투과광측정법

니켈

부속서1

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도법 또는 ICP법

안티몬
붕소
몰리브덴

부속서3 또는 부속서1의 수소화물발생-원자흡광광도버 또는 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도법
2
부속서1의 3 또는 부속서

14
부속서1

ICP법 또는 흡광광도법
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도법 또는 ICP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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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분석방법

우라늄

부속서15

고주파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바륨

부속서1

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도법 또는 ICP법

은

부속서1

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도법 또는 ICP법

아크릴아미드모노마

부속서16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아염소산이온

부속서17

이온크로마토그래프법, 흡광광도법 또는 전류적정법

이산화염소

부속서17

이온크로마토그래프법, 흡광광도법 또는 전류적정법

(1)

황산동의 셀렌 분석은 부속서1의 2.에 따를 것.

(2)

수도용 수산화칼슘에는 내부표준으로서 사용하는 이트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ICP

주

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비고

수도수질기준에 관한 분석방법에는 납, 카드뮴, 아연의 시험방법으로 고주파유도결

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도 사용할 수 있으나, 7.에 표시한 시험용액은 용해성분(매트릭스)이
수도수와 크게 다르므로, 이 분석방법을 채용할 경우에는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결
과가 없는 현시점에서는 고주파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9. 농도의 보정

시험에서 얻어진 값의 보정은 다음에 따른다.

9.1 보정방법
8.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값에 대해서 농도의 보정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한다.
9.1.1

7.의 시험용액조제법의 7.2.1～7.2.5 및 7.2.7～7.2.10에 대해서는 바탕 시험 값을 공

제하고, 얻어진 값을 10으로 나눈다. 다만, 7.의 글에 따라 최대주입률을 이용한 경우는 바
탕시험을 공제하는 것만으로 보정을 실시한다.
9.1.2

7.2.6에 대해서는 9.1.1과 같은 방법으로 바탕시험을 공제하고, 얻어진 값을 50배 (설

정최대주입율의 배)로 하고 다시 흡입질량(mg 단위)으로 나눈다.
9.1.3 맛 및 냄새에 대해서는 보정하지 않는다.
표2의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평가는 9.1.1 및 9.1.2의 보정된 값 또는 9.1.3의 시험결
과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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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규정)
1. 적용범위

금속류의 분석방법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금속류를 전기가열(프레임리스)원자흡

광광도법 또는 고주파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분광분석방법에 의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
정한다.

2. 전기가열(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도법
2.1 시약
2.1.1 질산

KS M ISO 6353-2 R19에 규정하는 질산

2.1.2 금속류표준원액 (1 mg 금속/㎖) 금속류 표준원액(1 mg 금속/㎖)는 다음과 같이 한다.
또한 이들 표준원액은 갈색병에 넣어 서늘한 암실에 보존한다.
1) 카드뮴 표준원액

KS M 1002에 규정하는 Cd 1000의 카드뮴 표준액

2) 셀렌 표준원액

이산화셀렌 1.405 g을 메스플라스크에 담고 소량의 물에 용해한 후 질

산 (1 : 160)을 가하여 1 L로 만든 것.
3) 납 표준원액

KS M 1007에 규정하는 Pb 1000의 납 표준액

4) 비소 표준원액

KS M 1017에 규정하는 As 1000의 비소 표준액

5) 크롬 표준원액

KS M 1008에 규정하는 Cr 1000의 크롬 표준액

6) 아연 표준원액

KS M 1001에 규정하는 Zn 1000의 아연 표준액

7) 철 표준원액

KS M 1003에 규정하는 Fe 1000의 철 표준액

8) 구리 표준원액

KS M 1004에 규정하는 Cu 1000의 구리 표준액

9) 망간 표준원액

KS M 1040에 규정하는 Mn 1000의 망간 표준액

10) 안티몬 표준원액
11) 니켈 표준원액

KS M 1009에 규정하는 Sb 1000의 안티몬 표준액
KS M 1005에 규정하는 Ni 1000의 니켈 표준액

12) 몰리브덴 표준원액

KS M ISO 6353-3 R65에 규정하는 7몰리브덴산 6암모늄 4수

화물 1.841g을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소량의 물에 용해한 후 암모니아수 (1 : 30)을 가하여 1L로 만
든 것.
13) 바륨 표준원액

KS M 8362에 규정하는 질산바륨 1.903 g을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소량의 질산 (1 : 1) 에 용해하고, 질산 (1 : 160)으로 1 L로 만든 것.
14) 은 표준원액

KS M ISO 6353-2-R28에 규정하는 질산은 1.575 g을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질산(1 : 160)에 용해하여 1 L로 만든 것.
2.1.3 금속류 표준액

여기에서 사용하는 금속류의 표준액 조제방법을 부속서1의 표1에

표시한다.
또한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2.1.4 질산파라듐(Ⅱ)용액 (10 mg Pd/㎖)

질산 파라듐(Ⅱ) 4.331 g을 달아 담고, 100 ㎖

비이커에 옮겨 넣고, 질산 (1 : 1) 10 ㎖를 가하여 용해하고, 200 ㎖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넣
고, 물을 표선까지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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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질산칼슘용액 (10 g/L)

KS M 8390에 규정하는 질산칼슘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부속서1 표1

금속류 표준액의 농도 및 조제방법

농도

금속류

조제방법

(mg/㎖)

카드뮴

0.000 1

카드뮴 표준원액을 정제수에 10 000배 희석 한 것.

셀렌

0.000 1

셀렌 표준원액을 정제수로 10 000배 희석 한 것.

납

0.001

비소

0.000 1

비소 표준원액을 정제수로 10 000배 희석 한 것.

육가크롬

0.000 1

육가크롬 표준원액을 정제수로 10 000배 희석 한 것.

아연

0.001

아연 표준액원액을 정제수로 1 000배 희석 한 것.

철

0.001

철 표준원액을 정제수로 1 000배 희석 한 것.

동

0.000 1

동 표준원액을 정제수로 10 000배 희석 한 것.

망간

0.001

망간 표준원액을 정제수로 1 000배 희석 한 것.

니켈

0.001

니켈 표준원액을 정제수로 1 000배 희석 한 것.

안티몬

0.001

안티몬 표준원액을 정제수로 1 000배 희석 한 것.

몰리브덴

0.01

몰리브덴 표준원액을 정제수로 100배 희석 한 것.

바륨

0.001

바륨 표준원액을 정제수로 1 000배 희석 한 것.

은

0.000 1

은 표준원액을 정제수로 10 000배 희석 한 것.

2.2 기구 및 장치

납 표준원액을 정제수로 1 000배 희석 한 것.

기구 및 장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2.2.1 전기가열 원자흡광분석장치

전기가열방식 원자화 장치 및 분석금속의 중공 음극

램프를 가지고 있는 것. 백그라운드 (Back Ground)보정이 가능한 것. 흑연제 발열체인 경우
에는 파이로코팅을 한 것이 좋다.
2.2.2 퍼징가스

일반 고순도 아르곤 가스

2.3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질산 및 물로 세척한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에 채취

하고 신속하게 분석한다. 신속히 분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 보존하고
1개월 이내에 시험한다.
2.4 분석방법
셀렌, 비소, 아연, 철, 동, 망간, 니켈, 안티몬, 몰리브덴, 은의 시험은 검량선법에 따른다.
카드뮴의 시험은 표준첨가법에 따른다.
납의 시험은 시험용액에 질산용액을 소정의 량을 첨가한 표준첨가법으로 분석한다.
육가크롬의 시험은 매트릭스 수식제로서 질산파라듐용액을 첨가하고 표준첨가법에 따라 분
석한다. 폴리염화알루미늄, 황산알루미늄, 수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의 경우는
질산용액을 첨가한 후, 이 분석조작을 실시한다.
바륨의 시험은 매트릭스 수식제로서 질산칼슘용액을 가하여 검량선법에 의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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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칼슘의 은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용액을 10배 희석(=최대설정주입률)한 것을 검액으로 한다.
2.5 검량선법
2.5.1 분석

시험용액의 일정량 (예: 5～20 ㎕)를 마이크로피펫으로 발열체에 주입하고,

KS M 0016의 조작방법에 따르고, 건조(100～120 ℃, 약30초간)한 후, 탄화(500～1 000 ℃,
(1)
약 30초간) 및 원자화 (2 000～2 800 ℃ 약 1～5초간) 하고, 부속서1 표2에 표시한 각각의
(2)

(3)

금속의 측정파장에 의한 흡광도 를 측정한다 .
(1)

건조, 탄화, 원자화의 조건은 장치에 따라 다르다.

(2)

흡광도 또는 그 비례치

(3)

계속하여 적어도 3회 반복하여, 지시값이 맞는가를 확인한다.

주

부속서1 표2

정량범위와 흡수선파장

금속류

정량범위 mg/L

흡수선파장 nm

카드뮴

0.000 5～0.005

228.8

셀렌

0.02～0.2

196.0

납

0.007～0.07

283.3

비소

0.002～0.02

193.7

육가크롬

0.000 6～0.006

357.9

아연

0.003～0.03

213.8

철

0.03～0.3

248.3

동

0.003～0.03

324.7

망간

0.004～0.04

279.5

니켈

0.003～0.03

232.0

안티몬

0.003～0.03

217.6

몰리브덴

0.02～0.2

313.3

바륨

0.006～0.06

553.6

은

0.000 5～0.005

328.1

2.5.2 검량선의 작성
1) 분석항목의 각 금속류표준액 각각을 단계적으로 분취하여 100 ㎖ 용량플라스크 각각에
넣고, 각 용량플라스크에 질산 1 ㎖와 물을 가하여 100 ㎖로 한다.
2) 이하 2.5.1과 같이 조작하여 각각의 금속의 농도(mg/L)와 흡광도와의 관계를 구한다.
2.5.3 농도의 계산

2.5.2에 따라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2.5.1에서 측정한 흡광도에 상당

하는 각각의 금속의 농도(mg/L)를 산출한다.
2.6 수식제첨가․검량선법
2.6.1 분석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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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용액 10 ㎖를 20 ㎖ 용량플라스크에 분취하고, 2,4에 의한 매트릭스 수식제를 적당
량 첨가한 후, 물을 가하여 20 ㎖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2) 검액을 2.5.1도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고 흡광도를 측정한다.
2.6.2 검량선의 작성
1) 분석항목의 금속퓨표준액 각각을 단계적으로 분취하여 100 ㎖ 용량플라스크 각각에 넣
고, 각 용량플라스크에 질산 1 ㎖와 매트릭스 수식제를 적당량 가하고, 물을 표선까지 채운
다.
2) 이하 2.6.1의 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각각의 금속의 농도(mg/L)와 흡광도와의 관
계를 구한다.
2.6.3 농도의 계산

2.6.2에 따라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2.6.1의 2)에서 측정한 흡광도에

상당하는 각각의 금속의 농도 (a mg/L)를 구하고, 다음 식에 따라 시험용액의 각각의 금속
의 농도를 산출한다.
금속 (mg/L) = a× 20
10
2.7 표준첨가법
2.7.1 분석조작
1) 시험용액을 수개의 20 ㎖ 용량플라스크에 10 ㎖씩 분취하고, 1개의 용량플라스크를 제외
하고, 그 외의 용량플라스크에 금속류 표준액을 단계적으로 담고, 각 용량플라스크에 물을
가하여 20 ㎖로 하여, 검액으로 한다.
2) 검액을 2.5.1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흡광도를 측정한다.
2.7.2 농도의 계산

금속의 첨가량을 횡축으로 흡광도를 종축으로 하고, 첨가량과 흡광도

의 관계식을 작성 하고, 횡축의 절편으로부터 금속의 양 (a mg)을 구하고, 다음식에 의하여
시험용액 각각의 금속의 농도를 산출한다.

 
금속 (mg/L) = a× 

2.8 수식제첨가․표준첨가법
2.8.1 분석조작
1) 시험용액을 수개의 20 ㎖ 용량플라스크에 10 ㎖씩 분취하고, 1개의 용량플라스크를 제외
하고, 그 외의 용량플라스크에 금속류 표준액을 단계적으로 담고, 2.4에 의해 각 용량플라스
크에 매트릭스 수식제 적당량을 가한 후 물을 가하여 20 ㎖로 하고 이것을 검액으로 한다.
2) 검액을 2.5.1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흡광도를 측정한다.
2.8.2 농도의 계산

금속의 첨가량을 횡축으로, 흡광도를 종축으로 하여, 첨가량과 흡광도

의 관계식을 작성하고 횡축의 절편으로부터 금속의 양(a mg)을 구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시험용액 각각의 금속 농도를 산출한다.

 
금속 (mg/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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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주파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분석장치에 의한 분석법(ICP 분석법)
3.1 식약
3.3.1 내부 표준 원액 (1 mg Y/㎖)

산화이트륨 0.318 g을 100 ㎖ 비이커에 담고, KS M

ISO 6353-2-R13에 규정하는 염산 3 ㎖와 소량의 물을 가하여 가열 용해하고, 냉각 후,
250 ㎖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넣고, 물을 표선까지 채운다.
또한 이 용액은 갈색병에 넣어 냉암소에 보존한다.
3.1.2 내부표준액 (0.005 mg Y/㎖)

내부표준원액 5 ㎖를 1 000 ㎖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가하여 1 000 ㎖로 한 것.
또한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3.1.3 질산 (1 : 1)

KS M ISO 6353-2 R19에 규정하는 질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3.1.4 금속류 표준원액
1) 붕소표준원액 (1 mg B/㎖)

KS M ISO 6353-3 R50에 규정하는 붕산 5.715 g을 1

000 ㎖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물에 용해하여 용량을 1 000 ㎖로 한 것.
2) 그 외의 금속 표준원액

2.1의 2.1.3의 예에 따른다.

3.1.5 금속류 혼합표준액 (0.000 1 mm 금속/㎖)

카드뮴, 납, 육가크롬, 아연, 철, 동, 망

간등 각각의 표준원액 10 ㎖씩을 1 000 ㎖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물을 표선까지 채운다. 그
다음으로 이 용액 10 ㎖를 물로 100배 희석 한 것.
붕소, 바륨, 은의 표준액은 혼합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다.
또한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3.2 기구 및 장치

기구 및 장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3.2.1 고주파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분광분석장치
붕소를 정량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분무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3.2.2 아르곤가스
3.3 시험용액의 취급

일반 고순도 아르곤 가스
2.3에 따른다.

3.4 분석조작
3.4.1 전처리
1) 시험용액 50 ㎖를 100 ㎖ 비이커에 분취하고, 내부표준액 5 ㎖를 가하여, 액의 양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서서히 가열 농축한다.
2) 냉각 후, 50 ㎖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넣고, 물을 가하여 50 ㎖로 하고, 이것을 검액으로 한다.
3.4.2 분석 검액을 KS M 0028의 5.8 (정량분석)에 따라하고, ICP 방출분광분석장치에 도
입하고, 부속서1 표3에 표시한 각각의 금속 분석파장 및 이트륨의 파장 371.029 nm의 발광
강도를 측정하고, 이트륨에 대한 각각의 금속의 발광강도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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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1 표3

ICP 방출분광분석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측정파장 및 정량범위
정량범위 (mg/L)

원소

파장 (nm)
통상 네브라이서

초음파 네브라이서

카드뮴
납

226.502, 214.438
220.353

0.007～0.7
0.02～2

0.000 5～0.05
0.005～0.5

크롬

267.716, 206.149

0.02～2

0.000 8～0.08

아연

202.546, 213.856

0.004～0.4

0.000 6～0.06

철

259.940, 238.204

0.005～0.5

0.001～0.1

동

324.754, 224.700

0.006～0.6

0.000 6～0.06

망간

257.610

0.004～0.4

0.000 2～0.02

니켈

231.604, 232.003, 221.647

0.004～0.4

0.000 9～0.09

붕소

249.773, 208.893

0.06～6

몰리브덴

202.030, 281.615

0.01～1

0.002～0.2

바륨

233.527, 455.403

0.005～0.5

0.000 4～0.04

은

328.068, 338.289

0.006～0.6

0.000 6～0.06

3.4.3 검량선의 작성
1) 각각의 금속류 혼합표준액을 단계적으로 용량 플라스크에 담고, 각각에 질산 (1 : 1) 1
㎖와 내부 표준액 5 ㎖를 가하고 다시 물을 가하여 50 ㎖로 한다.
2) 3.4.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각각의 금속의 농도 (mg/L)와 발광강도비와의 관계를
구한다.
3.4.4 농도의 계산

3.4.2에서 얻어진 각각의 금속 발광광도비를 3.4.3에 따라 작성한 검량

선으로부터 검액 중 각각의 금속의 농도를 구하여, 시험용액중의 각각 금속의 농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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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2 (규정)
1. 적용범위

수은의 분석방법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수은을 환원기화원자흡광광도법에 의

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시약
2.1 과망간산칼륨 용액 (50 g/L) KS M ISO 6353-2 R26에 규정하는 과망간산칼륨 50 g
을 물에 용해하여 1 000 ㎖로 하고, 유리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한 것.
2.2 염화히드록실암모늄 용액 (100 g/L) KS M ISO 6353-2 R15에 규정하는 염화히드록
실암모늄 10 g을 물로 용해하고 100 ㎖로 한 것.
2.3 염화주석(Ⅱ)용액 (100 g/L)

KS M ISO 6353-2 R38에 규정하는 염화주석(Ⅱ) 이수

화물 10 g을 물 60 ㎖에 가하고 다시 황산 3 ㎖를 가하여 가열용해시키고, 냉각 후, 질소가
스를 통기시켜 용액 중 수은을 제거한 후, 물을 가하여 100 ㎖로 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
다 조제한다.
2.4 황산

KS M ISO 6353-2 R37에 규정하는 황산

2.5 질산

KS M ISO 6353-2 R19에 규정하는 질산

2.6 수은 표준원액 (0.1 mg Hg/㎖) KS M ISO 6353-3 R72의 염화수은(Ⅱ) 0.135 g을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질산 (2 : 15) 100 ㎖에 용해하고, 물을 가하여 1 000 ㎖로 한 것. 이
용액은 갈색병에 넣어 보존한다.
2.7 수은 표준액 (0.000 01 mg Hg/㎖)

수은 표준원액 (0.1 mg Hg/㎖) 10 ㎖를 분취하

고, 1 000 ㎖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넣고 물을 표선까지 채운다. 그 다음으로 이 용액 10 ㎖
를 분취하여 1 000 ㎖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넣고, 질산 1 ㎖ 및 물을 가하여 1 000 ㎖로 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3. 기구 및 장치

기구 및 장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3.1 환원플라스크
3.2 원자흡광광도계 및 수은 중공음극 램프 또는 수은 분석측정장치
3.3 흡수셀

길이 100～300 mm의 유리제 또는 염화비닐제의 원형의 것으로 양끝에 석영

유리창을 장착한 것.

4.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조제 후, 신속하게 시험한다. 신속하게 시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산 및 물로 세척한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 병에 채취하여 어둡고 서늘한 장소
에 보존하고 2주간 이내에 시험한다.

5. 분석조작
5.1 전처리

시험용액 200 ㎖ (또는 수은으로서 0.000 05～0.005 mg/L 가 되도록 시험용액

에 물을 가하여 200 ㎖로 한 것)을 환원 플라스크에 담고, 황산 10 ㎖와 질산 5 ㎖를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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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혼합한다. 다음으로 과망간산칼륨 용액 (50 g/L) 20 ㎖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환류냉각
기를 장착한 후 약 95 ℃의 수욕 중에서 환원플라스크를 침지하여 2시간 가열한다. 냉각 후
염화히드록실암모늄용액 (100 g/L) 8 ㎖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다시 물을 가하여 250 ㎖로
하고 이것을 검액으로 한다.
5.2 분석

5.1에서 얻어진 검액에 염화주석(Ⅱ) 용액 (100 g/L) 10 ㎖를 가하여, 즉시 통기

장치에 연결하여 파장 253.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5.3 검량선의 작성

수은표준액 (0.000 01 mg Hg/㎖) 0, 1～100 ㎖를 단계적으로 환원 플

라스크에 담고, 각각에 물을 가하여 200 ㎖로 한다. 이하 5.1 및 5.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
하여 수은의 양과 흡광도와의 관계를 구한다.
5.4 농도의 계산

5.3에 의해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검액 중의 수은의 양(a mg)을 구하

고, 다음 식에 의하여 시험용액중의 수은의 농도를 산출한다.

 
각 금속 (mg/L)=a× 
시험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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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3 (규정)
1. 적용범위

수소화물발생-원자흡광광도법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셀렌, 비소, 안티몬을 수소화물발생-원

자흡광광도법에 의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시약
2.1 염산

KS M ISO 6353-2 R13에 규정하는 염산

2.2 염산 (1 : 1)

KS M ISO 6353-2 R13에 규정하는 염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2.3 요오드화칼륨용액 (200 g/L)

KS M ISO 6353-2 R25에 규정하는 요오드화칼륨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2.4 수소화붕소나트륨용액 (10 g/L)

수소화붕소나트륨 5 g 및 KS M ISO 6353-2 R34

에 규정하는 수산화나트륨 2.5 g을 물에 용해하여 500 ㎖로 한 것.
2.5 금속표준액 (1 mg 금속/㎖)

금속류 표준원액 (1 mg 금속/㎖)는 다음과 같이 한다.

또한 이런 표준원액은 갈색병에 넣어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서 보존한다.
2.5.1 셀렌 표준원액

이산화셀렌 1.405 g을 용량 플라스크에 담고, 소량의 물로 용해한

후, 질산 (1 : 160)을 가하여 1 000 ㎖로 한 것. 또는 시약용 셀렌 1.000 g을 200 ㎖ 비이커
에 달아 담고, 질산 (2 : 1) 15 ㎖를 가하여 수욕 상에서 가열하여 용해하고, 증발 건조한다.
이것을 물에 용해하고, 방랭 후, 용량플라스크 1 000 ㎖에 옮겨 넣고, 물을 표선까지 채운다.
2.5.2 비소표준원액

KS M 1017에 규정하는 As 1000의 비소 표준액

2.5.3 안티몬 표준원액

KS M 1009에 규정하는 Sb 1000의 안티몬 표준액

2.6 금속표준액
2.6.1 셀렌 표준액 (0.05 ㎍ Se/㎖)

셀렌 표준원액을 20 000배 희석한 것.

2.6.2 비소 표준액 (0.05 ㎍ As/㎖)

비소 표준원액을 20 000배 희석한 것.

2.6.3 안티몬 표준액 (0.05 ㎍ Sb/㎖)

안티몬 표준원액을 20 000배 희석한 것.

3. 기구 및 장치
3.1 연속식 수소화물 발생장치
3.2 원자흡광광도계 및 중공음극 램프
3.3 캐리어 가스

일반 고순도 아르곤가스

3.4 가열흡수셀

4.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조제 후 신속하게 시험한다. 신속하게 시험할 수 없을 경

우에는 질산 및 물로 세척한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 병에 채취하여,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
서 보존하고, 1개월 이내에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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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조작
5.1 전처리
5.1.1 셀렌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시험용액 25 ㎖ (또는 셀렌으로서 0.001～0.01 mg/L가 되
도록 시험용액에 물을 가하여 25 ㎖로 한 것)을 50 ㎖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염산 5 ㎖를
가하여 물을 표선까지 가하고 이것을 검액으로 한다.
5.1.2 비소 또는 안티몬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시험용액 25 ㎖ (또는 비소 또는 안티몬으로
서 0.001～0.01 mg/L가 되도록 시험용액에 물을 가하여 25 ㎖로 한 것)을 비이커 100 ㎖에
담고, 염산 5 ㎖ 및 요오드화칼륨용액 (200 g/L) 2 ㎖를 가하여 그 량이 20 ㎖ 이하가 될
때까지 서서히 가열 농축한다. 냉각 후 용량 플라스크 50 ㎖에 옮겨 넣고, 물을 표선까지 가
하고, 이것을 검액으로 한다.
5.2 분석

수소화물 발생장치에 캐리어가스를 통과시키면서, 검액, 염산(1 : 1), 수소화붕소

나트륨용액 (10 g/L)을 연속적으로 장치 내에 도입하고 발생된 수소화물을 가열흡수셀-원자
흡광광도계에 도입하고, 부속서3 표1에 표시한 각각의 금속의 측정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부속서3 표1

원자흡광광도법에 있어서 일반적인 측정파장 및 정량범위
파

원소

장

정량범위

(nm)

(mg/L)

셀렌

Se

196.0

0.000 5～0.005

비소

As

193.7

0.000 5～0.005

안티몬

Sb

217.6

0.000 5～0.005

5.3 검량선의 작성

각 금속표준액 0, 0.5～5 ㎖를 단계적으로 50 ㎖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셀렌의 경우는 염산 5 ㎖를 가하여 물을 표선까지 채운다. 비소와 안티몬의 경우는 50 ㎖
용량플라스크에 요오드화칼륨용액 (200 g/L) 5 ㎖ 및 염산 5 ㎖를 가하고 물을 표선까지 채
운다. 이하 5.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각 금속의 양과 흡광도와의 관계를 구한다.
5.4 농도의 계산

5.3에 따라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검액 중의 가 금속의 농도 (a mg)을

구하고, 다음 식에 의하여 시험용액중의 농도를 산출한다.

 
각 금속 (mg/L)=a× 
시험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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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4 (규정)
1. 적용범위

시안의 분석방법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시안을 흡광광도법에 의하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시약
2.1 인산 완충액 KS M ISO 6353-3 R79에 규정하는 인산2수소칼륨 3.40 g과 KS M
8294에 규정하는 인산수소2나트륨 3.55 g을 물에 용해하여 1 000 ㎖로 한 것.
2.2 클로라민 T용액 KS M 8518에 규정하는 p-톨루엔 슬폰 클로로 아미드 나트륨 삼수화
물 (클로라민 T삼수화물) 1.25 g을 물에 용해하여 100 ㎖로 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2.3 피리딘․피라조론 용액 KS M 8472에 규정하는 3-메틸-1-페닐-5-피라조론 0.25 g을
약 75 ℃로 가용한 물 100 ㎖에 용해하고, 상온에서 냉각한 용액에 KS M 8472에 규정하는
비스(3-메틸-1-페닐-5-피라조론)0.02 g을 KS M 8241에 규정하는 피리딘 20 ㎖에 용해한
용액을 가하여, 혼합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2.4 수산화나트륨 용액 (40 g/L)

KS M ISO 6353-2 R34에 규정하는 수산화나트륨 4.0

g을 물에 용해하여 100 ㎖로한 것.
2.5 p-디메틸아미노벤지리딘로다닌용액 KS M 8554에 규정하는 p-디메틸아미노벤지리딘
로다닌 0.02 g을

KS M ISO 6353-2 R2에 규정하는 아세톤에 용해하고 100 ㎖로 한 것.

2.6 0.1 mol/L 염화나트륨용액 KS M ISO 6353-2 R32에 규정하는 염화나트륨 (용량분
석용 표준물질)을 백금도가니 중에서 600 ℃로 약 60분간 가열하고, 데시케이터 중에서 방
랭하고, 그 5.844 g을 물에 용해하여 1 000 ㎖로 한 것.
2.7 질산은 용액 (50 g/L) KS M ISO 6353-2 R28에 규정하는 질산은 5.0 g을 물에 용해
하여 100 ㎖로 한 것.
2.8 크롬산칼륨용액 KS M 8341에 규정하는 크롬산칼륨 50 g을 물 200 ㎖에 용해하고, 엷
은 적갈색의 침전이 생길 때까지 질산은 용액 (50 g/L)를 가하고, 여과한 용액에 물을 가하
여 1 000 ㎖로 한 것.
2.9

0.1 mol/L 질산은 용액 KS M ISO 6353-2 R28에 규정하는 질산은 17 g을 물에 용

해하여 1 000 ㎖로 한 것. 이 용액은 갈색병에 넣어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 보존한다.
다음 조작에 의하여 이 용액의 팩터를 구한다.
표정

0.1 mol/L 염화나트륨 용액 25 ㎖를 백자접시에 담고, 크롬산칼륨 용액 약 0.2 ㎖를

지시약으로하여 가하고, 0.1 mol/L 질산은 용액을 사용하여 담황갈색이 없어지지 않고 남을
때까지 적정한다. 물 25 ㎖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바탕시험을 실시하고, 다음
식에 의하여 팩터를 산출한다.
f=25/a , 여기에서 f : 팩터
a : 바탕시험에 의한 보정후의 적정에 필요한 0.1 mol/L 질산은 용액의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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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시안 표준원액 시약용으로 사용하는 시안화칼륨 2.51 g을 물에 용해하고 1 000 ㎖로
한 것. 이 용액은 갈색병에 넣어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 보존한다.
이 용액은 표준액의 조제시마다. 다음 방법에 의하여 시안의 농도(mg/㎖)를 측정한다.
표정

이 용액 100 ㎖를 비이커에 담고, 수산화나트륨 용액 (40 g/L) 0.5 ㎖를 가한 후, p-

디메틸아미노벤지리덴로다닌용액 0.5 ㎖를 지시약으로 하여 가하고, 0.1 mol/L 질산은 용액
을 사용하여 액이 적색으로 될 때까지 적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질산은 용액의 양(b ㎖)로부
터 다음 식에 의하여 용액에 포함된 시안의 농도(mg/㎖)를 산출한다.
CN=

bf
×5.204
100

여기에서 CN : 시안의 농도 (mg/㎖)
f : 0.1 mol/L 질산은 용액 팩터
5.204 : 0.1 mol/L 질산은 용액 1 ㎖에 대응하는 시안의 양 (mg)
2.11 시안 표준액 (0.000 1 mg CN/㎖)

시안 표준원액 10/CN ㎖를 1 000 ㎖ 용량플라

스크에 담고, 물을 가하여 1 000 ㎖로 한다. 다시 이 용액 10 ㎖를 1 000 ㎖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수산화나트륨 용액 (40 g/L) 50 ㎖를 가하고 물을 가하여 1 000 ㎖로 한 것. 이 용액
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3. 장치
광전분광광도계
4.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조제 후 신속하게 시험한다.

5. 분석조작
5.1 분석
5.1.1 시험용액 20 ㎖ (또는 시안으로서 0.001～0.1 mg/L을 포함하도록 시험용액에 물을 가
하여 20 ㎖로 한 것)을 마개가 달린 시험관에 담고, 인산완충액 10 ㎖ 및 클로라민 T용액
0.25 ㎖를 가하여, 마개를 닫고 흔들어 섞는다.
5.1.2 2～3분간 정치 후, 피리딘․피라조론 용액 15 ㎖를 가하여 혼합하고, 상온에서 약 30
분간 정치한다.
5.1.3 이 용액의 일부를 흡수셀(50 mm)에 담고, 광전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파장 620 nm
부근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5.2 검량선의 작성

시안 표준액(0.000 1 mg CN/㎖) 0, 0.2～20 ㎖를 단계적으로 비색관에

담고, 각각에 물을 가하여 20 ㎖로 한다. 이하 5.1의 5.1.1～5.1.3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시안의 양과 흡광도와의 관계를 구한다.
5.3 농도의 계산

5.2에 의해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검액 중의 시안의 양 (c mg)을 구하

고, 다음 식에 의하여 시험용액중의 시안의 농도를 산출한다.

 
시안 (CN mg/L) = c× 
시험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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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5 (규정)
1. 적용범위

질산성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의 분석방법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를 이온

크로마토그래프법 또는 흡광광도법에 의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이온 크로마토그래프법
2.1 시약
2.1.1 이온 크로마토그래프법용 물

물을 구멍지름 0.2 ㎛이하의 멤브레인필터에 여과한

것으로 크로마토그래프에 있어서 측정대상 이온의 유지시간에 피크를 가지지 않을 것. (이
하 이 분석법에서 “물“이라 한다)
2.1.2 용리액(溶離液)

대상물질이 분리 가능한 것.

예1. 억압형(Suppressor Type) 시약용 탄산나트륨(0.008 mol/L)용액과 KS M ISO 6353-2
R30 에서 규정한 0.008 mol/L의 탄산나트륨 용액을 같은 비율로 혼합한 것.
예2. 비억압형(Non Suppressor Type) 0.005 mol/L의 프탈산 용액과 ks M 8418에서 규정한
0.005 mol/L의 2-아미노-2-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올 용액을 같은 비율로 혼합한 것.
2.1.3 제거액

0.01～0.025 mol/L의 황산으로 억압형에 사용한다.

2.1.4 질산성질소 표준원액 (1 mg NO3-N/㎖)

105～110 ℃에서 4시간 건조시켜, 데시게

이터중에서 방랭한 KS M ISO 6353-3 R90에 규정하는 질산나트륨 6.066 g을 물에 용해하
여 1 000 ㎖로 한 것. 이 용액은 클로로포름 1 ㎖를 가하여, 갈색병에 넣어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서 보존한다.
또는 KS M 1043에 규정하는 질산 이온 표준액 NO3-1000을 사용하여도 좋다. 이 표준액 1
㎖는 표시값×0.225 9 mg의 질산성 질소를 포함한다.
2.1.5 아질산성질소 표준원액 (1 mg NO2-N/㎖)

데시케이터 중에서 18～25시간 건조시

킨 KS M 8304에 규정하는 아질산나트륨 4.926 g을 멸균수에 용해하여 1 000 ㎖로 한 것.
이 용액은 클로로포름 1 ㎖를 가하여, 갈색병에 넣고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서 보존한다.
또는 KS M 1044에 규정하는 아질산 이온 표준액 NO2-1000을 사용하여도 좋다. 이 표준액
1 ㎖는 표시값×0.304 4 mg의 질산성 질소를 포함한다.
2.1.6 질산성 질소와 아질산성 질소 혼합표준액 (0.002 mg NO3-N/㎖, 0.001 mg NO2-N/㎖)


질산성 질소 표준원액 2 ㎖ 또는 질산 이온 표준액  ㎖, 아질산성질소 표준
표시값 ×  

원액 또는 아질산 이온 표준액  ㎖를 용량 플라스크에 담고, 물을 가하여
표준값 ×  
1 000 ㎖로 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2.2 기구 및 장치

기구 및 장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2.2.1 멤브레인 필터 여과장치
2.2.2 주사기

구멍지름 약 0.45 ㎛의 멤브레인필터를 갖춘 것.

용량 1～2 ㎖의 것. 또는 자동 시료 주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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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1) 시료도입부
2) 분리관

용량 50～200 ㎕의 것으로 시료의 일정량을 주입할 수 있는 것.

억압형은 내경 4˜4.6 mm, 길이 100˜250 mm에서 음이온교환체를 피복한

스틸렌비닐중합체를 충진한 것, 또는 이것과 동등의 분리성능을 가진 것.
비억압형은 내경 4˜4.6 mm, 길이 50˜250 mm에서 음이온 교환체를 피복한 표면다공성의 폴
리아크릴레트 또는 실리카를 충전한 것. 또는 이것과 동등의 분리성이 있는 것.
3) 용리액 유속

매분 1～2 ㎖

4) 제거액 유속

매분 1～2 ㎖, 억압형에 사용한다.

5) 검출기

전기전도도검출기를 가진 것.

2.3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조제 후 신속하게 시험한다. 신속하게 시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로 세척한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 병에 채취하고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 보존하
며 24시간 이내에 시험한다.
아질산성 질소는 분리되기 쉬우므로 신속하게 시험한다.
2.4 분석조작

조작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2.4.1 전처리
1) 시험용액 (또는 질산성질소로서 0.02～2 mg/L, 아질산성 질소로서 0.01～1 mg/L를 포함
하도록 조제한 것)을 멤브레인 필터 여과장치에 여과한다.
2) 처음의 여과액 약 10 ㎖는 버리고, 그 후의 여과액을 검액으로 한다.
2.4.2 분석

검액의 일정량을 이온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고, 지산성질소와 아질산성 질

소 각각의 피크 높이 또는 피크 면적을 구한다.
2.4.3 검량선의 작성
1) 질산성 질소와 아질산성 질소 혼합표준액 (0.002 mg NO3-N/㎖, 0.001 mg NO2-N/㎖)를
단계적으로 수개의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각각에 물을 가하여 100 ㎖로 한다.
2) 2.4.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질산성질소와 아질산성 질소 각각의 농도 (mg/L)와 피
크 높이 또는 피크 면적과의 관계를 구한다.
2.4.4 농도의 계산

2.4.3에 의해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검액 중의 질산성질소와 아질산

성 질소 각각의 농도(a mg/L)를 구하고, 다음 식에 의하여 시료 용액중의 각각의 농도
(mg/L)를 산출하여, 두 산출 값을 합계하여 질산성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의 농도로 한다.
질산성질소 또는 아질산성 질소 = a×희석배율

3. 흡광광도법
3.1 시약
3.1.1 염산 (1 : 5)
3.1.2 질산 (1 : 39)

KS M ISO 6353-2 R13에 규정하는 염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KS M ISO 6353-2 R19에 규정하는 질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3.1.3 황산동 용액 (20 g/L)
3.1.4 카드뮴동컬럼 충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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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동(Ⅱ) 5수화물 3.129 g을 물에 용해하여 100 ㎖로 한 것.
금속카드뮴 (질산성질소환원용, 지름 0.5～2 mm의 것)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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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을 용량 200 mL의 삼각플라스크에 담고, 염산 (1 : 5) 약 50 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은
후, 염산을 버리고, 물 100 mL씩 사용하여 5회 세척한다. 다음에 질산 (1 : 39) 약 50 mL에
의해 1회 세척 계속해서 물 100 mL씩 사용하여 5회 세척한 후 다시 염산(1 : 5)약 500 mL
로 1회 세척하고 물 100 mL씩 5회 세척한다. 이것에 황산동용액 (20 g/L) 약 50 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은 후 물 100 mL씩 사용하여 5회 세척한 것.
또한 이 충진제는 물을 가득 채운 플라스크 안에 보존하고 공기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3.1.5 EDTA 용액

에틸렌디아민 4아세트산 4나트륨 4수화물 45 g을 물에 용해하여 1 000 ㎖

로 한 것.
3.1.6 컬럼 활성화 용액

EDTA 용액 75 ㎖와 질산성 질소 표준원액 160 ㎖와의 혼합액

에 물을 가하여 4 L로 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3.1.7 염산 (1 : 99)
3.1.8 컬럼 세척용액

KS M ISO 6353-2 R13에 규정하는 염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EDTA 용액 20 ㎖와 염산 (1 : 99) 12.5 ㎖와의 혼합액에 물을 가하

여 1 000 ㎖로 한 것.
3.1.9 염산나트륨 용액 (6.0 g/L)

KS M ISO 6353-2 R32에 규정하는 염화나트륨 0.6

g을 물에 용해하여 100 mL로 한 것.
3.1.10 술파닐아미드용액

KS M 8056에 규정하는 술파닐아미드 10 g을 염산 (1 : 5)

600 L에 용해하고, 다시 물을 가하여 1 L로 한 것.
3.1.11 N-(1-나프틸)에틸렌디아민용액

N-(1-나프틸)에틸렌디아민2염산염 1 g을 물에

용해하여 100 mL로 한 것.
이 용액은 갈색병에 넣어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고, 조제 후 1주일 이내에 사용한다.
3.1.12 질산성 질소 표준원액

2.1의 d)에 따른다.

3.1.13 질산성 질소 표준액 (0.002 mg NO3-N/㎖)

질산성질소 표준원액 2 ㎖ 또는 질


산 이온 표준액  ㎖를 1 000 ㎖ 용량플라스크에 담아 넣고, 물을 표선까지
표시값 ×  
채운다.
3.2 기구 및 장치
3.2.1 질산성질소환원용컬럼

물로 채운 컬럼(내경 8 mm, 길이 200 mm)에 카드뮴동컬럼

충진제를 12 cm의 높이로 공기가 닿지 않도록 충진하고, 컬럼활성화용액 4 L를 매분 10～
20 ㎖의 유속으로 컬럼에 흐르게 한 것.
또한 이 컬럼은 사용시마다 컬럼세척용액 50 ㎖를 흘린 후 사용한다.
3.2.2 광전분광광도계
3.3 시험용액의 취급

2.3에 따른다.

3.4 분석조작
3.4.1 전처리
1) 시험용액의 적정량 (질산성질소 및 아질산성질소의 합계량으로서 0.02～0.2 mg/L를 포
함, 그 양이 98 ㎖ 이하 인 것)을 비커에 담고, 염화나트륨 용액 (6.0 g/L) 2 ㎖와 물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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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00 ㎖로 한다.
2) 이 검액 5 ㎖씩을 사용하여 질산성 질소 환원용 컬럼의 상부를 2회 세척하고, 다음으로
남은 용액을 질산성질소환원용 컬럼에 흘린다.
3) 처음의 유출액 약 25 ㎖를 버리고 다음의 유출액 10 ㎖를 담고 이것을 검액으로 한다.
3.4.2 분석
1) 검액에 술파닐아미드 용액 (10 g/L) 1 ㎖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5분간 정치 후, N-(1-나
프틸)에틸렌디아민 용액 1 ㎖를 가하고, 상온에서 20분간 정치한다.
2)

이용액의 일부를 흡수셀(10 mm)에 담고, 광전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파장 540 nm 부

근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3.4.3 검량선의 작성
1) 질산성질소 표준액 (0.002 mg NO3-N/㎖) 0～10 ㎖를 단계적으로 비이커에 담는다.
2) 이하 3.4.1 및 3.4.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고, 질산성질소의 양과 흡광도와의 관계를
구한다.
3.4.4 농도의 계산

3.4.3에 의하여 작성된 검량선으로부터 검액 중의 질산성질소의 양을

구하고, 시험용액중의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질소의 농도 (mg/L)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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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6 (규정)
1. 적용범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분석방법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퍼지․트랩-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헤드스페이스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또는 퍼지․트랩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또한 대상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그 분석방법을 부속서6 표1에 표시한다.

부속서 6 표 1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상휘발성유기화합물

A법 B법 C법

사염화탄소

○

1,2-디클로로에탄

○

1,1-디클로로에틸렌

○

○

디클로로메탄

○

시스-1,2-디클로에틸렌

○

비고

대상휘발성유기화합물

○

A법 B법 C법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

1,1,2-트리클로로에탄

○

○

트리클로로에틸렌

○

○

○

○

○

벤젠

○

○

○

○

○

1,1,1-트리클로에탄

○

○

○

○

A법 : 퍼지․트랩-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에 의한 분석법
B법 : 헤드스페이스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계에 의한 분석법
C법 : 퍼지․트랩-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한 분석법
○ 표시는 적용 가능한 방법을 표시한다.

2. 퍼지․트랩-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2.1 시약

시약은 다음과 같이 한다.

2.1.1 정제수

물 3 L를 삼각플라스크에 담고, 이것을 세게 끓여 약1시간에 용적의 3분의

1정도로 감소시키고, 즉시 대상물질의 오염이 없는 장소에서 정치하여 냉각한 것. 이 정제수
는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2.1.2 염산 (1 : 10)
2.1.3 메탄올

KS M ISO 6353-2 R13에 규정하는 염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KS M ISO 6353-2 R18에 규정한 것.

2.1.4 내부표준원액 (50 mg BFB/㎖)

4-브로모플루오르벤젠 (BFB) (순도 96 % 이상)

0.5 g을 메탄올 6 ㎖를 넣은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메탄올을 가하여 10 ㎖로 한 것.
또한 이 용액은 조제 후 즉시 1 ㎖씩을 앰플에 넣어 냉동보관한다.
2.1.5 내부표준액 (0.125 mg BFB/ ㎖)

내부표준원액을 메탄올로 400배 희석한 것.

또한 이 용액은 조제 후 측시 10 ㎖식을 앰플에 넣어 냉동보관한다.
2.1.6 휘발성 유기화합물 표준원액 (50 mg VOC/㎖)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각각

0.500 g에 대해서 메탄올 6 ㎖를 넣은 10 ㎖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메탄올을 가하여 10 ㎖
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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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용액은 조제 후 즉시 1 ㎖씩 앰플에 넣어 냉동보관한다.
2.1.7 휘발성 유기화합물 혼합표준액 (0.25 mg VOC/㎖)

각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표

준원액 1 ㎖식을 200 ㎖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메탄올을 가하여 200 ㎖로 한 것.
또한 이용액은 조제 후 측시 10 ㎖씩 앰플에 넣어 냉동 보관한다.
2.2 기구 및 장치
2.1.1 캡 붙이 병
2.1.2 앰플

용량 40～100 ㎖로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 붙이의 캡으로 된 것.

용량 1 ㎖ 및 10 ㎖의 것

2.1.3 가스타이트주사기

용량 2～5 ㎖의 루어록 형 주사기에 2방향으로 밸브가 붙은 것

으로 주사기는 메탄올로 3회 이상, 정제수로 3회 이상 세척한다.
2.1.4 마이크로 주사기

용량 1～10 ㎕의 것.

2.1.5 퍼지․트랩 장치
1) 퍼지기구

유리제로서 5～25 ㎖의 정제수 및 시험용액을 처리할 수 있는 것.

2) 항온조

30 ℃로 유지 가능한 것.

3) 트랩관

내경 2 mm이상, 길이 5～30 cm의 스테인리스 관 또는 이 내면에 유리를 피복

한 것에 폴리 2,6-디페닐옥사이드 (내경 177～250 ㎛), 실리카겔, 활성탄을 3층으로 채운 것
또는 이와 동등의 흡착성능을 가진 것.
4) 탈착장치

트랩관을 180～200 ℃에 급속히 가열가능하고, 헬륨가스의 유속을 매분 1 ㎖

정도로 가능한 것.
5) 크라이오페가스 장치

내경 0.32～0.53 mm의 용융 실리카관에, -50 ℃～130 ℃정도로

냉각 가능하고, 200 ℃까지 가열 가능한 것. 다만 2.2의 f) 1)의 분리관의 내경이 0.5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2.1.6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1) 분리관

내경 0.20～0.53 mm, 길이 60～110 m의 용융 실리카제의 캬파라리-칼람으로

내면에 75 % 디메틸폴리시록산을 주체로 한 액상을 1 ㎛의 두께로 피복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의 분리성능을 가진 것.
2) 분리관의 온도
예

대상물질의 최적분리조건에 설정 가능한 것.

40 ℃(1분간 유지)→230 ℃(3 ℃/분)이 가능한 것.

3) 검출기

선택이온 측정 (SIM) 또는 이와 동등의 성능이 있는 것.

4) 이온화 전압
5) 캐리어가스

전자충격이온화전압(EI)을 70 V로 한 것.
순도 99.999 vol % 이상의 헬륨가스

2.3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정제수로 세척한 나사뚜껑병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채취하고, pH값이 약 2가 되도록 염산 (1 : 10)을 시험용액 10 ㎖당 1방울 정도 가하여 가
득채운 후 즉시 밀봉하고 신속하게 시험한다.
또한 잔류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스코르빈산나트륨 0.01～0.02 g을 채운다.
2.4 분석조작
2.4.1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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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제수를 사전에 가스타이트 주사기에 담고, 500배로 희석한 내부표준액 2 ㎕를 마이크
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고, 이하 2.4.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다.
2) 내부 표준물질의 플러그먼트이온의 피크 높이가 S/N비=50정도가 되도록 질량분석계의
감도를 조정한다.
2.4.2 분석
1) 시험용액 (또는 각각의 휘발성유기화합물로서 0.000 1～0.01 mg/L를 포함하도록 조제한
것)을 가스타이트주사기에 담고, 10배 희석한 내부표준액 2 ㎕를 마이크로주사기를 사용하
여 주입하고, 이것을 퍼지용기에 넣고, 항온조에서 가온한다.
2) 퍼지․트랩장치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를 조작하고, 부속서6 표2에 표시한
각각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플러그멘트 이온의 피크높이 또는 피크 면적을 구한다.

부속서6 표2

플러그멘트 이온

휘발성유기화합물

플러그먼트이온(m/z)

사염화탄소

117, 119, 121

1,2-디클로로에탄

62,

49,

64

1,1-디클로로에틸렌

61,

96,

98

디클로로메탄

49,

84,

86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61,

96,

98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6, 164, 129

1,1,2-트리클로로에탄

97,

트리클로로에틸렌

85

130, 132, 95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4-브로모플루오르벤젠

83,

(1)

78,

77,

52

97,

99,

61

95,

174, 176

주 (1) 내부표준물질
2.4.3 검량선의 작성
1) 휘발성유기화합물 표준액 (0.25 mg VOC/㎖)을 단계적으로 10 ㎖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각각에 내부 표준액 1 ㎖를 가하고, 다시 메탄올을 표선까지 채운다.
2) 정제수를 가스타이트주사기에 담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조제한 용액 2 ㎕을 마이크로주
사기를 사용하여 주입한다.
3) 2.4.2의 a) 및 b)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각각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내부표준물질
의 양과 피크 높이 또는 피크 면적과의 관계를 구한다.
2.4.4 농도의 계산

2.4.3에 의해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검액 중의 각각의 휘발성유기화

합물의 양을 구하고, 시험용액중의 각각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mg/L)를 산출한다.
3. 헤드스페이스-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3.1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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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정제수

2.1의 2.1.1에 따른다.

3.1.2 염산 (1 : 10)

2.1의 2.1.2에 따른다.

3.1.3 내부표준원액 (50 mg BFB/㎖)

2.1의 2.1.4에 따른다.

3.1.4 내부표준액 (0.125 mg BFB/㎖)

2.1의 2.1.5에 따른다.

3.1.5 휘발성유기화합물 표준원액 (50 mg VOC/㎖)
3.1.6 휘발성유기화합물 혼합 (0.25 mg VOC/㎖)

2.1의 2.1.6에 따른다.
2.1의 2.1.7에 따른다.

3.2 기구 및 장치
3.2.1 캡 붙이 병
3.2.2 앰플

2.2의 2.2.1에 따른다.

2.2의 2.2.2에 따른다.

3.2.3 바이알

용량 10～100 ㎖의 것.

3.2.4 바이알용 고무 마개
3.2.5 폴리테트라 플루오르 에틸렌씨드

두께 0.05 mm 이상의 것.

3.2.6 알루미늄 캡
3.2.7 알루미늄 캡 조임기구
3.2.8 마이크로주사기

2.2의 2.2.4에 따른다.

3.2.9 가스타이트주사기

용량 0.05～1 ㎖의 것.

3.2.10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1) 분리관

내경 0.53 mm 이상, 길이 60～110 m의 용융실리카제의 캬피라리-컬럼으로

내면에 75 % 디메틸폴리시록산을 주체로 한 액상을 1 ㎛의 두께에 피복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의 분리성능을 가진 것.
2) 분리관의 온도
예

대상물질의 최적분리조건으로 설정 가능한 것.

20 ℃(1분간 유지)→230 ℃ (3 ℃/분)이 가능한 것.

3) 검출기

2.2의 2.2.6 3)에 따른다.

4) 이온화전압

2.2의 2.2.6 4)에 따른다.

5) 캐리어가스

2.2의 2.2.6 5)에 따른다.

3.3 시험용액의 취급

2,.3에 따른다.

3.4 분석조작
3.4.1 전처리
1) 시험용액 (또는 각각의 휘발성유기화합물로서 0.000 1～0.01 mg/L를 포함하도록 조제한
것)을 바이알에 시험용액 채취량과 바이알용량의 비가 0.70～0.85가 되도록 담고, 내부표준
액 2 ㎕를 마이크로주사기를 사용하여 주입한다.
2) 즉시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씨드, 바이알용 고무마개, 알루미늄 캡을 얹고 알루미늄
캡 조입기구로 고정한다.
3) 바이얼을 흔들어 섞은 후, 일정온도에서 1시간이상 정치하고, 이것을 검액으로 한다.
3.4.2 분석
1) 검액의 기상(氣相)을 바이알용 고무마개를 통해 가스타이트주사기를 사용하여 그 일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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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고, 즉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에 주입한다.
2) 부속서6 표2에 표시한 각각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플러그먼트이온의 피크 높이 또는 피
크 면적을 구한다.
3.4.3 검량선의 작성
1) 휘발성유기화합물혼합표준액 (0.25 mg VOC/㎖)를 단계적으로 10 ㎖ 용량플라스크에 담
고, 각각에 내부표준액 1 ㎖를 가하고, 그 위에 메탄올을 표선까지 채운다.
2) 정제수를 3.4.1 의 1)와 같은 방법으로 담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조제한 용액 2 ㎕를 마
이크로주사기를 사용하여 주입한다.
3) 3.4.1의 2) 및 3) 그리고 3.4.2의 1) 및 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각각의 휘발성유
기화합물 및 내부표준물질의 양과 피크 높이 또는 피크 면적과의 관계를 구한다.
3.4.4 농도의 계산 3.4.3에 의해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검액 중의 각각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의 양을 구하고, 시험용액중의 각각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mg/L)를 산출한다.

4. 퍼지․트랩-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따른 분석법
4.1 시약
4.1.1 정제수

2.1의 2.1.1에 따른다.

4.1.2 염산 (1 : 10)

2.1의 2.1.2에 따른다.

4.1.3 내부표준원액 (50 mg BFB/㎖)
4.1.4 내부표준액 (0.125 mg BFB/㎖)

2.1의 2.1.4에 따른다.
2.1의 2.1.5에 따른다.

4.1.5 휘발성유기화합물 표준원액 (50 mg VOC/㎖)

2.1의 2.1.6에 따른다.

4.1.6 휘발성유기화합물 혼합표준액 (0.25 mg VOC/㎖)

2.1의 2.1.7에 따른다.

4.2 기구 및 장치
4.2.1 캡 붙이 병
4.2.2 앰플

2.,2의 2.2.1에 따른다.

2.2의 2.2.2에 따른다.

4.2.3 가스타이트 주사기
4.2.4 마이크로주사기

2.2의 2.2.2에 따른다.

2.2의 2.2.4에 따른다.

4.2.5 퍼지․트랩 장치
1) 퍼지기구
2) 트랩관
3) 탈착장치

2.2의 2.2.5 1)에 따른다.
2.2의 2.2.5 3)에 따른다.
2.2의 2.2.5 4)에 따른다.

4) 크라이오페가스장치

2.2의 2.2.5 5)에 따른다.

4.2.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1) 분리관

2.2의 2.2.6 1)에 따른다.

2) 분리관의 온도
3) 검출기

2.2의 2.2.6 2)에 따른다.

전자포획검출기 (ECD), 수소염이온화검출기 (FID)

또한 각각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측정에 사용하는 검출기는 부속서6 표3에 표시한 농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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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측정 가능한 것.
부속서6 표3 농도범위
농도범위

휘발성유기화합물

ECD (mg/L)

FID (mg/L)

사염화탄소

0.000 1～0.01

-

1,1-디클로로에틸렌

-

0.001～0.1

디클로로메탄

0.000 1～0.01

0.002～0.2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

0.001～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0 1～0.01

0.001～0.1

1,1,2-트리클로로에탄

0.000 1～0.01

0.000 6～0.06

트리클로로에틸렌

0.000 1～0.01

-

벤젠

-

0.001～0.1

1,1,1-트리클로로에탄

0.000 1～0.01

0.001～0.1

4) 캐리어가스

2.2의 2.2.6 5)에 따른다.

5) 메이크업 가스

ECD의 경우는 순도 99.999 vol %이상의 질소가스, FID의 경우는 순도

99.999 vol %이상의 질소가스 또는 헬륨가스
4.3 시험용액의 취급

2.3에 따른다.

4.4 분석조작
4.4.1 분석
1) 시험용액 (또는 부속서6 표3에 표시한 농도범위를 포함하도록 조제한 것)을 가스타이트
주사기에 담고, 10배로 희석한 내부표준액 2 ㎕를 마이크로주사기를 사용하여 주입하고, 이
것을 퍼지용기에 넣는다.
2) 퍼지․트랩장치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조작하고, 각각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피크높
이 또는 피크면적을 구한다.
4.4.2 검량선의 작성
1) 휘발성유기화합물 혼합표준액 (0.25 mg VOC/ ㎖)를 단계적으로 용량플라스크 10 ㎖에
담고, 각각에 내부표준액 1 ㎖를 가하고, 다시 메탄올을 표선까지 채운다.
2) 정제수를 가스타이트주사기에 담고, 여기에 단계적으로 조제한 용액 2 ㎕를 마이크로주
사기를 사용하여 주입하고, 이것을 피지용기에 넣는다.
3) 퍼지․트랩 장치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조작하고, 각각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내부
표준물질의 양과 피크 높이 또는 피크면적과의 관계를 구한다.
4.4.3 농도의 계산

4.4.2에 따라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검액 중의 각각의 휘발성유기화

합물의 양을 구하고, 시험용액중의 각각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mg/L)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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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7 (규정) 철의 분석방법
1. 적용범위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철을 전기가열(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

도법, 고주파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분석법 또는 흡광광도법에 의하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전기가열(프레임리스)원자흡광광도법

3. 고주파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분광분석법

부속서1의 2.에 따른다.

부속서1의 3.에 따른다.

4. 흡광광도법
4.1 시약
4.1.1 염화히드록실암모늄용액 (100 g/L)

KS M ISO 6353-2 R15에 규정하는 염화히

드록실암모늄 10 g을 물에 용해하여 100 ㎖로 한 것.
4.1.2 1,10-페넌트로린용액 (1 g/L)

KS M 8077에 규정하는 염화 1,10-페난트롤리늄1수

화물 0.12 g을 물에 용해하여 100 ㎖로 하던가, 또는 KS M 8271에 규정하는 1,10-페난트롤
린1수화물 0.10 g을 KS M ISO 6535-2 R11에 규정하는 에탄올(95) 20 ㎖에 용해하여 물
로 100 ㎖로 한 것. 이 용액은 갈색병에 넣어 보존한다.
4.1.3 아세트산완충액

KS M ISO 6535-2 R4에 규정하는 아세트산암모늄 250 g을 KS

M ISO 6535-2 R1에 규정하는 아세트산 700 ㎖에 용해하고, 물을 가하여 1 000 ㎖로 한 것.
4.1.4 철 표준원액 (1 mg Fe/㎖)

KS M 1003에 규정하는 Fe 1000의 철 표준액

4.1.5 철 표준액(0.01 mg Fe/㎖)

철 표준원액 5 ㎖를 용량플라스크 500 ㎖에 달아 담고,

물을 가하여 500 ㎖로 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4.1.6 염산

KS M ISO 6353-2 R13에 규정하는 것.

4.2 장치
흡광분광광도계
4.3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질산 및 물에 세척한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에 채취

하고, 신속하게 분석한다. 신속하게 분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서 보존하
고, 1개월 이내에 시험한다.
4.4 분석조작
4.4.1 전처리
1) 시험용액 100 ㎖ (또는 철로서 0.03～1 mg/L을 포함하도록 시험용액에 물을 가하여 100
㎖로 한 것)을 비이커에 담는다.
2) 염산 3 ㎖를 가하여 액량이 약 50 ㎖가 되도록 가열농축하고, 상온까지 방랭 후 이것을
검액으로한다. 다만 침전물이 있는 경우는 여과하고, 여과액을 검액으로 한다.
4.4.2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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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액을 비색관에 담고, 염화히드록실암모늄 용액 (100 g/L) 1 ㎖, 1,10-페난트롤린용액 5
㎖ 및 아세트산완충액 20 ㎖를 가하고, 다시 물을 가하여 100 ㎖로 하고, 30분간 정치한다.
2) 이 용액의 일부를 흡수셀 (10 mm)에 담고, 광전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파장 510 nm 부
근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4.4.3 검량선의 작성
1) 철표준액 (0.01 mg Fe/㎖) 0, 0.3～10 ㎖를 단계적으로 비색관에 담고, 각각에 염산 3 ㎖
와 물을 가하여 약 50 ㎖로 한다.
2) 4.4.2의 1) 및 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고, 철의 양과 흡광도와의 관계를 구한다.
4.4.4 농도의 계산

4.5에 의해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검액 중의 철의 양을 구하고, 시험

용액중의 철의 농도(mg/L)를 산출한다.

- 42 -

KWWA A 110 : 2009

부속서8 (규정)
1. 적용범위

음이온계면활성제의 분석방법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음이온계면활성제를 흡광광도법에 의

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시약

시약은 다음과 같이 한다.

2.1 아스코르빈산나트륨용액(10 g/L)

아스코르빈산나트륨 1.0 g을 물에 용해하여 100 ㎖로 한 것.

2.2 알카리성인산수소2나트륨용액

KS M ISO 6353-2 R33에 규정하는 인산수소2나트

륨 10 g을 물 약 800 ㎖에 용해하고, 수산화나트륨용액 (40 g/L)를 가하여 pH값을 10으로
한 후, 물을 가하여 1 000 ㎖로 한 것.
2.3 산성메틸렌블루용액

KS M 8274에 규정하는 메틸렌블루 0.35 g을 물 500 ㎖에 용해

한 후 KS M ISO 6535-2 R37에 규정하는 황산 6.5 ㎖와 물을 가하여 1 000 ㎖로 한 것.
2.4 중성메틸렌블루용액

KS M 8274에 규정하는 메틸렌블루 0.35 g을 물에 용해하여 1 000

㎖로 한 것.
2.5 음이온계면활성제 표준원액 (1 mg DBS/㎖)

도데실벤젠술폰산나트륨(DBS) (100 %

환산) 1 000 g을 물에 용해하여 1 000 ㎖로 한 것. 이 용액은 갈색병에 넣어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서 보존한다.
2.6 음이온계면활성제 표준액 (0.002 mg DBS/㎖)

음이온 계면활성제 표준원액 2 ㎖를

분취하고, 1 000 ㎖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넣고, 물을 표선까지 채운다. 이 용액은 사용시마
다 조제한다.

3. 기구 및 장치

기구 및 장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3.1

분액깔대기

용량 250 ㎖인 것.

3.2

광전분광광도계

4. 시험용액의 취급

물로 세척한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에 채취하여 시험용액으로 하

고, 신속하게 분석한다.
또한 잔류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스코르빈산나트륨용액 (10 g/L) 1 ㎖를 가한다.

5. 분석조작
5.1 분석
5.1.1 시험용액 100 ㎖ (또는 음이온계면활성제로서 0.02～0.5 mg/L를 포함하도록 시험용액
에 물을 가하여 100 ㎖로 한 것)을 분액깔대기 A에 담고, 알카리성 인산수소2나트륨용액 10
㎖와 중성 메틸렌블루용액 5 ㎖를 가한다.
5.1.2 클로로포름 15 ㎖를 가하여 1분간 세게 흔들어 섞고 정치한 후, 클로로포름층을 별도
의 분액깔대기 B에 옮긴다. 다시 분액깔대기 A를 클로로포름 10 ㎖씩을 사용하여 2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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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조작하고, 클로로포름층을 분액깔대기 B에 합친다.
5.1.3 분액깔대기 B에 물 100 ㎖와 산성메틸렌블루 용액 5 ㎖를 가하여 세게 흔들어 섞는다.
5.1.4 정치후, 클로로포름층을 액상분리거름종이에 여과하고, 클로로포름을 가하여 50 ㎖로 한다.
5.1.5 이 용액의 일부를 흡수셀(10 mm)에 담고, 광전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파장 654 nm부
근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5.2 검량선의 작성
5.2.1 음이온계면활성제표준액 (0.002 mg DBS/ ㎖) 0, 1.0～25 ㎖를 단계적으로 분액깔대기
에 담고, 각각에 물을 가하여 100 ㎖로 한다.
5.2.2 5.1의 5.1.1～5.1.5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고, 도데실벤젠술폰산나트륨의 양과 흡광도
와의 관계를 구한다.
5.3 농도의 계산

5.2에 의해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시험용액중의 음이온계면활성제의

양을 도데실벤젠술폰산나트륨양을 구하고, 시험용액중의 음이온계면활성제의 농도 (mg/L)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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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9 (규정)
1. 적용범위

페놀류 분석방법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페놀류를 흡광광도법에 의한 분석방법

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시약
2.1 아스코르빈산나트륨용액(10 g/L)

아스코르빈산나트륨 1 g을 물에 용해하여 100 ㎖로

한 것.
2.2 암모니아완충액

KS M ISO 6535-2 R5에 규정하는 염화암모늄 67.5 g을 암모니아

수 570 ㎖에 용해하고, 물을 가하여 1 000 ㎖로 한 것.
2.3 4-아미노안티피린용액

KS M 8373에 규정하는 4-아미노안티피린 2 g을 물에 용해

하고 100 mL로 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2.4 페리시안화칼륨용액

KS M ISO 6353-3 R81에 규정하는 육시아노철(Ⅲ)산 칼륨

(페리시안화칼륨)의 큰 결정 약 2 g을 담고, 소량의 물로 표면을 세척한 후, 물에 용해하여
100 mL로 한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여과한다.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2.5 브롬산칼륨․브롬화칼륨용액

KS M ISO 6353-3 R75에 규정하는 브롬산칼륨 2.78

g과 KS M 8457에 규정하는 브롬화칼륨 10 g을 물에 용해하여 1 000 ㎖로 한 것.
2.6 녹말용액

KS M ISO 6353-3 R92에서 규정하는 녹말(溶性) 1 g을 물 약 10 ㎖에

섞으면서 가열한 물 100 ㎖ 중에 가하여 약 1분간 끊인 후 방랭한 것. 다만 상등액을 사용
한다.
또한 이용액은 사용할 때마다 조제한다.
2.7 황산 (1 : 5)

KS M ISO 6353-2 R37에 규정하는 황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2.8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

KS M ISO 6353-3 R36에 규정하는 티오황산나트

륨 5수화물 26 g과 KS M ISO 6353-3 R30에 규정하는 탄산나트륨 0.2 g을 물에 용해하
여 1 000 ㎖로 하고, KS M 8374에 규정하는 3-메틸-1부탄올 약 10 ㎖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2일간 정치한 것.
표정 16.67 m mol/L 요오드산칼륨 용액 25 ㎖를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에 담고, 요오드화
칼륨 2 g과 황산(1 : 5) 5 ㎖를 가하여 즉시 밀봉하고, 조용히 흔들어 섞은 후, 어두운 곳에
서 5분간 정치하고, 다시 물 100 ㎖를 가한다. 다음으로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을 사
용하여 적정하고, 액의 황색이 희석 될 때부터 녹말용액 1～2 ㎖를 지시약으로해서 가하고,
액의 청색이 사라질 때를 종점으로 한다.
특히 동일조건에서 바탕시험을 실시하여 보정한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수(a)로
부터 다음 식에 의하여 팩터(f)를 산정한다.
팩터 (f) = 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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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6.67 m mol/L 요소산칼륨용액

미리 130 ℃에서 약 2시간 건조하고, 데시케이터 중

에서 방랭한 KS M 8005에 규정하는 부피분석용 표준시약의 요소산칼륨 3.567 g을 1 000
㎖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물로 용해하여 전량을 1 000 ㎖로 한 것.
2.10 페놀 표준원액

KS M 8175에 규정하는 페놀 1 g을 물에 용해하여 1 000 ㎖로 한

것.
이 용액은 갈색병에 넣어 서늘한 어두운 장소에 보관한다.
또한 표준액의 조제시마다. 다음의 방법에 의해 그 함유하는 페놀의 농도를 표정한다.
2.10.1 이 용액 50 ㎖를 마개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담고, 물 약 100 ㎖를 가한 후, 브롬산
칼륨, 브롬화칼륨용액 50 ㎖와 KS M ISO 6353-3 R13에 규정하는 염산 5 ㎖를 가하여,
트리브로모페놀의 백색침전을 발생시킨다.
2.10.2 밀봉하여 천천히 흔들어 혼합하고, 10분간 정치한 후 요오드화칼륨 1 g을 가하여, 티
오황산나트륨용액 (0.1 mol/L)를 사용하여 적정하고, 용액의 황색이 희석 되었을 때, 녹말용
액 1～2 ㎖를 지시약으로하여 가하여, 용액의 청색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적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양(b ㎖)를 구한다.
2.10.3 별도로 물 100 ㎖에 브롬산칼륨․브롬화칼륨용액 25 ㎖를 가한 용액에 대해서 같은
방법의 조작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양(c ㎖)을 구하여, 다
음 식에 의해 용액에 포함된 페놀의 농도 P를 산출한다.
P(mg/㎖) =

( 2c - b)
×f×1.569
50

여기에서, f :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팩터
2.11 페놀표준액 (0.001 mg 페놀/㎖)

페놀표준원액

10 ㎖를 1 000 ㎖ 용량플라스크에
P

담고, 물을 가하여 1 000 ㎖로 한 후 10배 희석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3. 기구 및 장치
3.1 분액깔대기

용량 1 000 ㎖의 것.

3.2 광전분광광도계

4.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물로 세척한 유리병에 채취하고, 신속하게 분석한다.

또한 잔류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스코르빈산나트륨용액 (10 g/L) 1 ㎖를 가한다.

5. 분석조작
5.1 분석
5.1.1 시험용액 500 ㎖ (또는 페놀로서 0.005～0.1 mg/L를 포함하도록 시험용액에 물을 가
하여 500 ㎖로 한 것)을 분액깔대기에 담고, 암모니아완충액 5 ㎖를 가하여 흔들어 섞는다.
5.1.2 4-아미노안티피린용액 3 ㎖와 페리시안화칼륨용액 10 ㎖를 가하여 혼합하고, 3분간
정치 후 클로로포름 15 ㎖를 가하여 세게 흔들어 섞고 정치한 후 클로로포름층을 액상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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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름종이를 사용하여 비색관에 걸러 넣는다.
5.1.3 다시 클로로포름 10 ㎖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추출조작을 하고, 클로로포름층을
같은 비색관에 걸러 넣는다.
5.1.4 클로로포름층을 혼합하고, 이것을 검액으로 한다.
5.1.5 검액의 일부를 흡수셀(50 mm)에 담고, 광전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파장 4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5.2 검량선의 작성
5.2.1 페놀표준액 (0.001 mg 페놀/㎖) 0, 1.0～50 ㎖를 단계적으로 분액깔때기에 담고, 각각
에 물을 가하여 500 ㎖로 한다.
5.2.2

5.1의 5.1.1～5.1.5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페놀의 농도(mg/L)와 흡광도와의 관계

를 구한다.
5.3 농도의 계산

5.2에 의하여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시험용액중의 페놀의 농도(mg/L)

를 구한다.

- 47 -

KWWA A 110 : 2009

부속서10 (규정) 유기물등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의 분석방법
1. 적용범위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유기물 등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을 적정

법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시약
2.1 과망간산칼륨용액 (5.0 g/L)

KS M ISO 6353-2 R26에 규정하는 과망간산칼륨 0.5

g을 물에 용해하여 100 mL로 한 것.
2.2 황산 (1 : 2)

물 200 ㎖에 KS M ISO 6535-2 R37에 규정하는 황산 100 ㎖를 교반

하며 서서히 가하고, 수욕 상에서 가온하면서 과망간산칼륨용액(5.0 g/L)를 사용하여 미홍색
이 없어지지 않고 남을 때까지 가한 것.
2.3 옥살산나트륨용액(0.005 mol/L)

150～200 ℃에서 1～1.5시간동안 건조시키고, 데시

케이터에서 방랭한다. KS M ISO 6353-2 R20에서 규정하는 옥살산나트륨 0.670 g을 물에
용해하여 1 000 ㎖로 한 것. 이 용액은 갈색병에 담아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고 조제 후 1개
월 이내에 사용한다.
2.4 과망간산칼륨용액 (0.002 mol/L)

KS M ISO 6353-2 R26에 규정하는 과망간산칼

륨 0.31 g을 물에 용해하여 1 000 ㎖로 한 것, 이 용액 1 ㎖는 과망간산칼륨 0.316 mg을 포함한다.
이 용액은 갈색병에 넣어 어두운 곳에 보존한다.
또한 이 용액은 다음의 조작에 의해 과망간산칼륨용액 (0.002 mol/L)의 팩터를 구한다.
2.4.1 물 100 ㎖를 수개의 비등석을 넣은 삼각플라스크에 담고, 여기에 황산(1 : 2) 5 ㎖와
과망간산칼륨용액 (0.002 mol/L) 5 ㎖를 가하여 5분간 끓인 후, 옥살산나트륨용액 (0.005 mol/L)
10 ㎖를 가하여 탈색하고, 즉시 과망간산칼륨 용액 (0.002 mol/L)를 사용하여 미홍색이 없어
지지 않고 남을 때까지 가한다.
2.4.2 다음으로 여기에 황산(1 : 2) 5 ㎖와 과망간산칼륨용액 (0.002 mol/L) 5 ㎖를 가하여 5
분간 끓인 후, 옥살산나트륨용액 (0.005 mol/L) 10 ㎖를 가하고, 즉시 과망간산칼륨용액
(0.002 mol/L)를 사용하여 엷은 붉은색이 없어지지 않고 남을 때 까지 적정하고, 여기에 필
요한 과망간산칼륨(0.002 mol/L)의 양 (a ㎖)를 구하고, 다음 식에 의하여 팩터를 산출한다.
다음 식에 의해 팩터를 산정한다.
f=

10
a+5

여기에서
f : 팩터
a : 적정에 필요한 과망간산칼륨용액 (0.002 mol/L) 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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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물에 세척한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에 채취하고, 신속

하게 분석한다.

4. 분석조작
4.1 시험용액 100 ㎖를 수개의 비등석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에 담고, 황산(1 : 2) 5 ㎖와 과
망간산칼륨용액 (0.002 mol/L) 10 ㎖를 가하여 5분간 끓인 후, 옥살산나트륨용액 (0.005 mol/L)
10 ㎖를 가하여 탈색하고, 즉시 과망간산칼륨용액 (0.002 mol/L)를 사용하여 미홍색이 없어
지지 않고 남을 때까지 적정한다.
4.2 다음 식에 의하여 시험용액중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mg/L)를 산출한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mg/L) = (b×f-10)×  × 
시험용액㎖
여기에서 b : a)에 최초에 가한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 양과 적정에 필요한 과망간
산칼륨용액의 양의 합계량
f : 0.002 mol/L 과망간산칼륨용액의 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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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11 (규정)

맛의 분석방법

1. 적용범위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맛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냄새가 없는 물로 세척한 유리병에 채취하고, 즉시 분석한다.

3. 분석조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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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2 (규정)

냄새의 분석방법

1. 적용범위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냄새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냄새가 없는 물로 세척한 유리병에 채취하고 즉시 분석한다.

3. 분석조작

시험용액 100 ㎖를 용량 300 ㎖의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에 담고, 가볍게 마

개를 하여 40～50 ℃로 가온하고, 세게 흔든 후 즉시 냄새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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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3 (규정)
1. 적용범위

색도의 분석방법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색도를 광전광도계에 의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시약
2.1 색도표준원액

KS M 8075에 규정하는 육클로로백금(Ⅳ)산 칼륨 (염화백금산칼륨)

2.49 g과 KS M ISO 6353-3 R55에 규정하는 염화코발트(Ⅱ) 6수화물 2.02 g을 KS M
ISO 6353-2 R13에 규정하는 염산 200 mL에 용해하고 물을 가하여 1 000 ㎖로 만든 것.
이 용액은 색도 1 000도에 상당한다.
이 용액은 갈색병에 넣어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 보존한다.
2.2 색도표준액

색도표준원액 100 mL를 분취하고, 1 000 mL의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물

을 표선까지 채운다.
이 용액은 색도 100도에 상당한다.

3. 장치
광전분광광도계

4.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물로 세척한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에 채취하고, 신속

하게 분석한다.

5. 분석조작
5.1 분석

시험용액 100 ㎖ (또는 시험용액의 색도가 10도 이상일 때 적정량을 채취하여,

물을 가하여 100 ㎖로 한 것)의 일부를 흡수셀(50 mm)에 담고, 광전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파장 3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5.2 검량선의 작성
5.2.1 색도표준액 0, 1～10 ㎖를 단계적으로 비색관에 담고, 각각에 물을 가하여 100 ㎖로 한다.
5.2.2 이하 5.1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색도와 흡광도와의 관계를 구한다.
5.3 농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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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4 (규정)
1. 적용범위

붕소의 분석방법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붕소를 고주파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

분광분석법 또는 흡광광도법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고주파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분석법

부속서1의 3.에 따른다.

3. 흡광광도법
3.1 시약
3.1.1 수산화칼슘용액 (20 g/L)

KS M 8070에 규정하는 수산화칼슘 2 g을 물 100 ㎖에 용해한 것.

3.1.2 염산 (1 : 3)

KS M ISO 6353-2 R13에 규정하는 염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3.1.3 옥살산용액

KS M ISO 6353-2 R20에 규정하는 옥살산2수화물 10 g을 아세톤 90

㎖에 용해하고, 여과한 것. 이 용액은 2주간 안정하다.
3.1.4 쿠르쿠민용액

KS M 8546에 규정하는 쿠르쿠민 0.05 g을 KS M ISO 6353-2

R11에 규정하는 에탄올(95) 200 ㎖에 용해하고, 여과한 것. 이 용액은 갈색병에 넣어 보존
한다.
이 용액은 약 2주간 안정하다.
3.1.5 아세톤

KS M ISO 6353-2 R2에 규정하는 아세톤

3.1.6 붕소표준원액 (1 mg B/㎖)

부속서1의 3.의 고주파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분석

법에 의한 분석법의 예에 따른다.
3.1.7 붕소표준액 (0.002 mg B/㎖)

붕소표준원액을 500배 희석 한 것.

3.2 장치
광전분광광도계
3.3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조제 후 신속하게 시험한다. 신속하게 시험할 수 없는

경우는 질산 및 물로 세척한 폴리에틸렌병에 채취하고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서 보존하고 1
개월 이내에 시험한다.
3.4 분석조작
3.4.1 분석
1) 시험용액 100 ㎖ (또는 붕소로서 0.02～0.4 mg/L가 되도록 시험용액에 물을 가하여 100
㎖로 한 것)을 흰자기 300 ㎖에 담고, 수산화칼슘용액 (20 g/L) 0.5 ㎖를 가하여 알칼리성으
로 하여 증발 건조한다.
2) 냉각 후 잔류물에 염산 (1 : 3) 1 ㎖ 및 옥살산용액 5 ㎖를 가하여 충분히 혼화하고, 다
시 쿠르쿠민용액 2 ㎖를 가하여 충분히 혼화한다. 이것을 55±3 ℃의 수욕 상에서 증발시키
고, 다시 30분간 수욕 상에서 건조한다.
3) 잔류물에 아세톤 25 ㎖를 가하여 용해하고, 용량플라스크 50 ㎖에 걸러 넣는다. 거름종이
및 접시를 아세톤으로 잘 씻고, 세척액도 용량플라스크에 여과하여 넣고, 아세톤으로 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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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로 하고, 이것으로 검액으로 한다.
4) 검액의 일부를 흡수셀(10 mm)에 담고, 광전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파장 540 nm 부근에
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3.4.2 검량선의 작성

붕소표준액 (0.002 mg B/㎖) 0, 1.0～20 ㎖를 단계적으로 수개의 흰

자기접시 300 ㎖에 담고, 각각에 물을 가하여 100 ㎖로 한다. 이하 3.4.1과 같은 방법으로 조
작하여 흡광도를 측정하고, 붕소양(mg)과 흡광도와의 관계를 구한다.
3.4.3 농도의 계산

3.4.1에서 구한 검액의 흡광도를 3.4.2의 검량선에 비교하여 붕소양 (a

mg)을 구하고, 다음 식에 의하여 시험용액 1 000 ㎖중의 붕소의 mg양을 산출한다.

 
붕소 (B mg/L)=a× 
시험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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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5 (규정) 우라늄 분석방법
1. 적용범위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우라늄을 고주파유도결합플라즈마-질

량분석법에 의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시약
2.1 내부표준원액 (1 mg TI/㎖)

질산탈륨 1.303 g을 1 000 ㎖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소

량의 질산 (1 : 1)으로 용해하고, 다시 질산 (1 : 160)을 가하여 1 000 ㎖로 한 것. 이 용액
은 갈색병에 넣어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서 보존한다.
2.2 내부표준액 (0.05 ㎍ TI/㎖) 내부표준원액을 20 000배 희석 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
다 조제한다.
2.3 질산(1 : 1)

KS M ISO 6353-2 R19에 규정하는 질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2.4 질산 (1 : 160)

KS M ISO 6353-2 R19에 규정하는 질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2.5 우라늄 표준원액 (1 ㎍ U/㎖)
2.6 우라늄 표준액 (0.001 ㎍ U/㎖)

SPEX사(社)의 XSTC-289의 동등 이상의 것.
우라늄 표준원액을 물에 1 000배 희석한 것. 이 용

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3. 기구 및 장치
3.1 고주파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장치
3.2 아르곤가스

순도 99.999 % 이상의 것.

4.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조제 후 신속하게 시험한다. 신속하게 시험할수 없을 경

우에는 질산 또는 물로 세척한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에 채취하고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
서 보존하고 1개월 이내에 시험한다.

5. 분석조작
5.1 전처리
5.1.1 시험용액 100 ㎖ (또는 우라늄으로서 0.01～0.5 ㎍/L가 되도록 시험용액에 물을 가하
여 100 ㎖로 한 것.)을 비이커에 담고, 질산 1 ㎖와 내부표준액 1 ㎖를 가하여 서서히 가열
하여 약 70 ㎖로 농축한다.
5.1.2 냉각 후 용량플라스크 100 ㎖에 옮겨 넣고, 물을 표선까지 채우고 이것을 검액으로 한다.
5.2 분석

검액을 고주파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계에 도입하고, 우라늄의 질량수 238

및 탈륨의 질량수 205의 이온강도를 측정하고, 탈륨에 대한 우라늄의 이온강도비를 산출한다.
5.3 검량선의 작성

우라늄 표준액 (0.001 ㎍ U/㎖) 0, 1.0～50 ㎖를 단계적으로 용량플라스

크 100 ㎖에 담고, 각각에 질산 1 ㎖와 내부표준액 1 ㎖를 가하고, 다시 물을 표선까지 채운다.
이하 5.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탈륨에 대한 우라늄의 이온강도비와 우라늄의 양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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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구한다.
5.4 농도의 계산

5.3에 의해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검액 중의 우라늄의 양을 구하고, 시

험용액중의 우라늄의 농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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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6 (규정)
1. 적용범위

아크릴아미드모노마 분석방법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아크릴아미드모노마를 가스크로마토그

래프법에 의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시약
2.1 아세톤

KS M ISO 6353-2 R2에 규정하는 아세톤

2.2 황산 (1 : 5)
2.3 브롬화칼륨

KS M ISO 6353-2 R37에 규정하는 황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KS M 8457에 규정하는 것.

2.4 브롬산칼륨용액

KS M ISO 6353-3 R75에 규정하는 브롬산칼륨 16.7 g을 물에 용

해하여 1 000 ㎖로 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2.5 티오황산나트륨용액

KS M ISO 6353-2 R36에 규정하는 티오황산나트륨 5수화물

250 g을 물에 용해하여 1 000 ㎖로 한 것.
2.6 헥산

헥산 50 ㎖를 1 ㎖로 농축하고, 그 일정량을 분취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적

정하고, 목적물질의 예기유지시간 내에 피크가 생기지 않는 것.
2.7 아세트산에틸

KS M ISO 6353-3 R62에 규정하는 아세트산에틸으로 그 100 ㎖를 1

㎖로 농축하고, 그 일정량을 분취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하고, 목적물질의 예기유지시
간에 피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
2.8 메탄올

메탄올의 일정량을 분취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하고, 목적물질의 예

기유지시간에 피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
2.9 황산나트륨

KS M ISO 6353-2 R35에 규정하는 황산나트륨 100 g에 아세트산에틸

50 ㎖를 흔들어 섞은 후, 여과분리하고, 황산나트륨에 다시 아세트산에틸 25 ㎖를 가하여 흔
들어 섞고, 여과분리한 후, 바람으로 건조한다. 두 번째로 여과분리한 아세트산에틸을 0.5 ㎖
로 농축하고, 일정량을 분취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하고, 목적물질의 예기유지시간
부근에서 피크가 생기지 않는 것.
2.10 트리에틸아민
2.11 아크릴아미드모노마 표준원액 (0.1 mg C 3H 5NO/㎖)

아크릴아미드 0.100 g을 메탄

올에 용해하고 1 000 ㎖로 한 것. 이 용액은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 보존한다.
2.12 아크릴아미드모노마 표준액 (0.000 1 mg C 3H 5NO/㎖)

아크릴아미드모노마 표준원

액을 메탄올에 1 000배 희석 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3. 기구 및 장치
3.1 분액로트

용량 300 ㎖의 것

3.2 마이크로주사기
3.3 쿠데르나 데니쉬

용량 1～10 ㎕의 것.
(KD) 농축기 또는 로타리 에버폴레이터

3.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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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시험용액 도입부
3.4.2 분리관

200～250 ℃로 한 것.

내경 0.20～0.53 mm, 길이 25～30 m의 용융 실리카제 또는 붕소규산유리

제의 것으로 폴리에틸렌글리골을 0.50 ㎛의 두께로 피복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의 분리성능을
가진 것.
3.4.3 분리관의 온도

적정분리조건으로 설정한다. 일례로서 50 ℃ (1분) → 200 ℃ (5 ℃

/분)→240 ℃(20 ℃/분)→240 ℃(3분).
3.4.4 검출기

전자포획형(ECD)으로 온도 250 ℃로 한 것.

3.4.5 캐리어가스

4. 시험용액의 취급

순도 99.999 vol % 이상의 헬륨가스

시험용액은 조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험한다. 어쩔수 없는 경우

에는 물 및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건조한 갈색병에 넣어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서 보존한다.

5. 분석조작
5.1 전처리
5.1.1 시험용액 100 ㎖ 또는 적정량 (아크릴아미드로서 0.02～1 ㎍을 포함한 양)을 200 ㎖
비이커에 담고, 황산 (1 : 5) 를 사용하여 pH값을 1이하로 한다.
5.1.2 마개 다린 삼각플라스크 200 ㎖에 옮기고, 브롬화칼륨 40 g을 가하여 완전히 용해한
다.
5.1.3 브롬산칼륨용액 10 ㎖를 가하여 잘 혼합한 후 40분간 정치한다.
5.1.4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을 브롬의 활갈색이 없어질때까지 가한 후, 분액로트 300 ㎖에 옮긴다.
5.1.5 분액로트에 헥산 50 ㎖를 가하여 2분간 흔들어 섞어 정치한다. 수층은 다시 별도의 분
액로트 300 ㎖에 옮긴다.
5.1.6 수층의 분액로트에 아세트산에틸 50 ㎖를 가하고 1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한다.
수층은 다시 별도의 분액로트 300 ㎖에 옮긴다.
5.1.7 아세트산에틸층은 황산나트륨을 얹은 거름종이를 통과시켜 삼각플라스크 100 ㎖에 여
과하여 넣는다.
5.1.8 수층의 분액로트에 아세트산에틸 25 ㎖를 가하여 1분간 흔들어 섞고 정치한다. 수층은
별도의 분액로트 300 ㎖에 옮기고, 아세트산 에틸층은 5.1.7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다.
5.1.9 수층의 분액로트에 아세트산에틸 25 ㎖를 가하여 1분간 흔들어 섞고, 5.1.6 및 5.1.7과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다.
5.1.10 모은 아세트산에틸 추출액을 농축기에 옮기고, 0.9 ㎖이하가 될 때까지 농축한다.
5.1.11 여기에 트리에틸아민 0.05 ㎖를 가하고, 아세트산에틸로 전량을 1 ㎖로 하고, 30분간
정치 후 이것을 검액으로 한다.
5.2 분석

마이크로주사기를 사용하여 검액의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고,

5.3에서 얻어진 아크릴아미드모노마의 유지시간에 상당하는 피크의 피크높이 또는 피크 면
적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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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검량선의 작성

아크릴아미드모노마-표준액 (0.000 1 mg C3H5NO/㎖) 0, 0.2～10 ㎖를

단계적으로 수개의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 100 ㎖에 담고, 각각에 물을 가하여 100 ㎖로 한
다. 이하 5.1 및 5.2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아크릴아미드모노마의 양(mg)과 피크 높이
또는 피크면적과의 관계를 구한다.
5.4 농도의 계산

5.2에서 구해진 검액의 피크 높이 또는 피크 면적을 5.3의 검량선으로부

터 아크릴아미드모노마의 양(a mg)을 구하고 다음 식에 의해 시험용액중의 아크릴아미드모
노마 농도 (mg/L)를 산출한다.

 ㎖ 
아크릴아미드모노마 (mg/L) = a× 
시험용액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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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7 (규정)
1. 적용범위

이산화염소 및 아염소산이온의 분석방법

이 부속서는 수도용 약품 시험용액의 이산화염소 및 아염소산이온을 흡광광

도법, 이온크로마토그래프법 또는 전류적정법에 의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2. 흡광광도법
2.1 시약
2.1.1 글리신(Glycine)용액 (100 g/L)

KS M 8517에 규정하는 글리신을 사용하여 조제

한 것.
2.1.2 인산완충액

KS M ISO 6353-2 R33에 규정하는 인산수소이나트륨 24 g, KS M

ISO 6353-3 R79에 규정하는 인산이수소칼륨 46 g, 1,2-시크로헥산디아민4아세트산 0.8 g
및 KS M ISO 6353-3 R72에 규정하는 염화수은(Ⅱ) 0.02 g을 물에 용해하여 1 000 ㎖로
한 것.
2.1.3 N,N-디에틸-p-페닐렌디아민 용액 (DPD 용액)

N,N-디에틸-p-페닐렌디아민(황산

염) 1.5 g을 물에 용해하고, 여기에 1,2-시크로헥산디아민용액 25 ㎖ 및 황산 (1 : 3) 8 ㎖를
가하고, 물로 1 000 ㎖되게 한 것. 이 용액은 갈색병에 넣어 보존한다.
2.1.4 1,2-시크로헥산디아민용액

1,2-시크로헥산디아민4아세트산 0.8 g을 수산화나트륨용

액 (4 g/L) 45 ㎖에 용해하고, 물을 가하여 100 ㎖되게 한 것.
2.1.5 요오드화칼륨 용액 (100 g/L)

KS M ISO 6353-2 R25에 규정하는 요오드화칼륨

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2.1.6 황산 (1 : 99)
2.1.7 황산 (1 : 9)

KS M ISO 6353-2 R37에 규정하는 황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KS M ISO 6353-2 R37에 규정하는 황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2.1.8 탄산수소나트륨용액 (55 g/L)

KS M ISO 6353-3 R89에 규정하는 탄산수소나트

륨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2.1.9 아염소산나트륨 포화용액
2.1.10 16.67 m mol/L 요오드산칼륨용액

미리 130 ℃에서 약 2시간 건조시기고, 데시케

이터 중에서 방랭한 KS M 8005에 규정하는 부피분석용표준시약의 요오드산칼륨 3.567 g
을 1 000 ㎖ 용량플라스크에 담고, 물로 용해하여 전량을 1 000 ㎖로 한 것.
2.1.11 황산 (1 : 5)
2.1.12 녹말용액

KS M ISO 6353-2 R37에 규정하는 황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KS M ISO 6353-3 R92에 규정하는 녹말(가용성) 1 g을 물 약 10 ㎖

와 잘 섞어가면서, 더운물 100 ㎖중에 가하고, 약 1분간 끓인 후, 방랭한 것. 다만 상등액을
사용한다.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 KS M ISO
6353-2 R36에 규정하는 티오황산나트륨 5수화물 26 g과 KS M ISO 6353-2 R30에 규정
하는 탄산나트륨 0.2 g을 물에 용해하여 1 000 ㎖로 하고, KS M 8374에 규정하는 3-메틸
-1-부탄올 약 10 ㎖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2일간 정치한 것. 이하의 조작에 따라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 팩터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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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m mol/L 요오드산칼륨용액 25 ㎖를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에 담고, 요오드화칼륨 2
g과 황산 (1 : 5) 5 ㎖를 가하여 즉시 마개를 하고, 서서히 흔들어 섞은 후 어두운 곳에서 5
분간 정치하고 다시 물 100 ㎖를 가한다. 다음으로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을 사용
하여 적정하고, 액의 황색이 희석 되면 녹말용액 1～2 ㎖를 지시약으로 하여 가하고, 액의
청색이 없어질 때까지 적정한다.
별도로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바탕시험을 실시한다. 보정한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수(a)로부터 다음 식에 의하여 팩터 (f1)을 산출한다.
팩터 (f1)=25/a
2.1.13 인산완충액 (pH 6.45)

미리 105～110 ℃에서 건조하고, 데시게이터중에서 방랭한

KS M ISO 6353-2 R33에 규정하는 인산수소이나트륨 22.86 g, KS M ISO 6353-3 R79
에 규정하는 인산 이수소칼륨 46.14 g을 무탄산수에 용해하여 1 000 ㎖로 하고, 수일간 정
치하여 석출한 침전물을 여과분리하고, 이것을 원액으로 한다.
다음으로 원액 200 ㎖에 무탄산수를 가하여 1 000 ㎖로 한 것.
이 용액의 pH값은 6.45이다.
2.1.14 요오드화칼륨용액 (50 g/L)

KS M ISO 6353-2 R25에 규정하는 요오드화칼륨

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2.1.15 1.67 m mol/L 요오드산칼륨용액

16.67 m mol/L 요오드산칼륨용액 100 ㎖를 분

취하고, 1 000 ㎖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넣고 물로 표선까지 채운다.
2.1.16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 100 ㎖를 분취하

고, 1 000 ㎖용량플라스크에 옮겨 넣고, 물로 표선까지 채운다.
또하 이하의 조작에 의하여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팩터를 구한다.
1.67 m mol/L 요오드산칼륨용액 25 ㎖를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에 담고, 요오드화칼륨 2 g
과 황산 (1 : 5) 5 ㎖를 가하여 즉시 마개를 하고, 서서히 흔들어 섞은 후, 어두운 곳에서 5
분간 정치하고, 다시 물 100 ㎖를 가한다. 다음으로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을 사용
하여 적정하고, 액의 황색이 희석 되었을 때 녹말용액 1～2 ㎖를 지시약으로 하여 가하고,
액의 청색이 없어질 때까지 적정한다. 별도로 동인한 방법으로 조작한 바탕시험을 실시하여
보정한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수(b)로부터 다음 식에 의해서 팩터(f2)를 산출
한다.
팩터 (f2) = 25/b
2.1.17 질소가스

세척한 병에 담은 요오드화칼륨용액(50 g/L)에 통과하고 산화제를 제거

한 질소가스. 요오드화칼륨용액(50 g/L)은 착색이 되면 교체하여야 한다.
2.1.18 염산 (1 : 4)

KS M ISO 6353-2 R13에 규정하는 염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2.1.19 이산화염소표준원액

부속서 17 그림1에 표시한 이산화염소발생장치를 조립하여,

이산화염소원액을 조제한다. 삼각플라스크(A)에 물 250 ㎖, 세척병(B)에 아염소산나트륨 10
g을 물 750 ㎖에 용해한 것. 세척병(C)에 아염소산나트륨 포화용액 200 ㎖, 유리병(D)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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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를 넣은 각각을 유리관으로 연결하여 통기한다. 다음으로 황산 (1 : 9)을 5분 간격으
로 5 ㎖씩 4회 분액깔대기 (E)로부터 세척병(B)에 적가한다. 4회째 적가한 후, 1시간 경과되
면, 통기를 멈추고, 연결관을 제거한다.
유리병 (D)에서 얻어진 이산화염소원액은 마개를 하여 어둡고 서늘한 장소에서 보관하고,
사용시마다 이 원액 1 000 ㎖중의 이산화염소의 mg수를 요소적정에 의하여 구한다.
또한 이 이산화염소 표준원액에는 유리염소 또는 아염소산이온이 공존할 수 있으므로 이하
의 방법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이산화염소의 측정

(1)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 100 ㎖에 물 25 ㎖, 인산완충액(pH 6.45)

1 ㎖를 담고, 요오드화칼륨 1 g을 첨가한다. 여기에 표준원액 1～10 ㎖를 가능한 한 공기와
접촉시키지 않도록 가하여 요오드를 유리시키고, 녹말용액 5 ㎖를 가하여

(2)

생긴 청색이 없

어질 때까지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신속하게 적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수(c)를 구한다. (ClO2의 1/5와 Cl2의 전부가 적정된다.)

(3)

적정 후 동일 피검액에 염산(1 : 4) 2 ㎖를 가하고, 어두운 곳에서 5분간 정치하여 요오드를
유리시키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0.01 mol/L의 티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신속히 적정한다.
-

여기에 필요한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수(d)를 구한다(ClO2의 4/5와 ClO2 의 전
부가 적정 된다)
(4)

2) 유리염소, 아염소산이온의 측정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 100 ㎖에 물 25 ㎖, 인산완

충액(pH 6.45) 1 ㎖를 담고, 여기에 표준원액 1～10 ㎖를 가하고, 15분간 질소가스에 폭기하
고, 이산화염소를 제거한다. 여기에 요오드화칼륨 1 g을 첨가하여 요오드를 유리시키고, 녹
(2)

말용액 5 ㎖를 가하여

생긴 청색이 없어질 때까지 0.01 mol/L의 티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신속히 적정한다. 여기에 필요한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수(e)를 구한다 (Cl2가 적정된
(5).

다)

적정 후 동일피검액에 염산 (1 : 4) 2 ㎖를 가하여 어두운 장소에서 5분간 정치하여 요오드
를 유리시키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신속하게 적정하
-

고 여기에 필요한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수(g)을 구한다. (ClO2 가 적정된다)
3) 농도의 계산

1) 및 2)에서 적정에 필요한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양(c～g ㎖)으로부터,

(6)

다음 식 에 의해서 표준원액 1 ㎖중의 이산화염소의 mg량(h)를 산출한다.

(7)

이산화염소 (ClO2h mg/㎖)= 5 ×( d - g)× f 2 × 1 ×0.1349
4
S
여기에서 f2 :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팩터
S : 적정에 사용된 표준용액의 ㎖수
주 (1)
(2)

이 조작에서 유리염소 및 아염소산이온도 측정된다.
석출된 요오드량이 많을 경우에는 녹말용액을 가하기 전에 0.01 mol/L 티오황산나트
륨 용액을 시험용액의 갈색이 담황색이 될 때까지 적가하고, 다음으로 녹말용액
5 ㎖를 가한다.

(3)

이 적정값은 ClO2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유리염소는 ClO2의 계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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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6)

과 같다.

농도가 0.01 mol/L 이외의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여 적정한 경우는 적정 값을
0.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수에 환산한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7)

유리염소와 아염소산이온의 농도는 다음 식에서 산출할 수 있다.





 

유리염소(Cl2 mg/㎖)=    ×   ×  ×  



=  ×   ×  ×  




아염소산이온 (ClO2- mg/㎖)=  ×   ×  ×  



2.1.20 염산(1 : 24)

KS M ISO 6353-2 R13에 규정하는 염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2.1.21 아염소산이온표준원액

아염소산나트륨 1.8 g (순도 80 %으로서)을 물에 용해하여

1 000 ㎖되게 한 것.
이 용액의 농도는 다음방법에 의해 표정한다.
표정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 300 ㎖에 요오드화칼륨 1 g 및 염산 (1 : 24) 50 ㎖를 담고,
여기에 아염소산이온 표준원액 20 ㎖를 정확히 가하여,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 용
액으로 적정하고, 액의 갈색이 담황색으로 변하면, 녹말용액 3 ㎖를 가하여 청색이
없어질 때까지 적정을 계속한다. 여기에 필요한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
수(i)를 구하고, 다음 식에 의해서 아염소산 이온표준원액 1 ㎖중의 아염소산 이온의
mg수 (j mg/㎖)를 산출한다.

아염소산이온 (ClO2- j mg/㎖)=

i×1.686× f
S

1

여기에서 i :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적정량 (㎖)
f1 :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팩터
S : 적정에 사용된 아염소산이온 표준원액의 ㎖수
2.1.22 이산화염소표준액 (0.005 mg ClO2/㎖)

이산화염소표준원액 5 mg/㎖를 물로 1

000 ㎖로 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2.1.23 아염소산이온표준액 (0.005 mg ClO2-/㎖)

아염소산이온표준원액 5 mg/㎖를 물로 1

000 ㎖로 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2.2 장치
광전분광광도계
2.3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물로 세척한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에 채취하고, 즉

시 시험한다.
2.4 분석조작
2.4.1 분석
1) 이산화염소의 측정
a) 시험용액 20 ㎖에 글리신용액 (100 g/L) 0.1 ㎖를 첨가하고, 잘 혼화한다. 마개달린 시
험관 25 ㎖에 DPD용액 1 ㎖ 및 인산완충액 1 ㎖를 담고, 이 시험용액 20 ㎖를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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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하고, 이것을 검액으로 한다.
b) 즉시 검액의 일부를 흡수셀(10 mm 또는 50 mm)에 담고, 광전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흡광광도분석법에 따른 파장 510 nm 부근에서 흡광도 (G)를 구한다.
2) 유리염소와 이산화염소의 측정
a) 마개달린 시험관 25 ㎖에 DPD용액 1 ㎖ 및 인산완충액 1 ㎖를 담고, 시험용액 20 ㎖
및 요오드화칼륨용액 (100 g/L) 0.2 ㎖를 가하여 혼화한 후, 2분간 정치하고, 이것을 검액
으로 한다.
b) 검액의 일부를 흡수셀 (10 mm 또는 50 mm)에 담고, 광전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파장
510 nm 부근에서 흡광도 (H)를 구한다.
3) 유리염소, 이산화염소 및 아염소산이온의 측정
a) 시험용액 10 ㎖에 황산 (1 : 99) 1 ㎖ 및 요오드화칼륨용액 (100 g/L) 0.2 ㎖를 가하여
혼화하고, 2분간 정치 후, 탄산수소나트륨용액 (55 g/L) 1 ㎖를 가하여 혼화한 후, 물을 가
하여 20 ㎖로 한다. 마개달린 시험관 25 ㎖에 DPD용액 1 ㎖ 및 인산완충액 1 ㎖를 담고,
이 시험용액 20 ㎖를 가하여 혼화하고, 이것을 검액으로 한다.
b) 즉시 검액의 일부를 흡수셀 (10 mm 또는 50 mm)에 담고, 광전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파장 510 nm 부근에서 흡광도(Ⅰ)를 구한다.
2.4.2 검량선의 작성
1) 이산화염소의 검량선

이산화염소표준액 (0.005 mg ClO2/㎖) 0, 0.1～20 ㎖를 단계적

으로 수개의 시험관에 담고, 물을 가하여 20 ㎖로 한다. 이하 2.4.1의 1)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흡광도를 측정하고, 이산화염소량과 흡광도와의 관계를 구한다.
2) 아염소산이온의 검량선

-

아염소산이온표준액 (0.005 mg ClO2 /㎖)0, 0.1～10 ㎖를 단계

적으로 수개의 시험관에 담고, 물을 가하여 10 ㎖로 한다. 이하 2.4.1의 3)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흡광도를 측정하고 아염소산이온량과 흡광도와의 관계를 구한다.
2.4.3 농도의 계산
1) 이산화염소

2.4.1의 1)에서 구한 흡광도(G)를, 이산화염소 검량선에 대조하여 이산화

염소 (k mg)을 구하고, 시험용액 1 000 ㎖중의 이산화염소의 농도(mg/L)를 산출한다.

 
이산화염소 (ClO2 mg/L)=k×   

2) 아염소산이온

2.4.1의 1)～3)에서 구해진 흡광도 (G, H 및 I)로부터 (2I-H-4G)를 계

산하고, 이 값을 아염소산이온 검량선에 비교하여 아염소산이온량 (n mg)을 구하고, 다음
식에 의해서 시험용액 1 000 ㎖중의 아염소산이온의 농도 (mg/L)를 산출한다.

 
아염소산이온 (ClO2- mg/L)=n× 


3. 이온크로마토그래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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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약
3.1.1 인산완충액

2.1의 2.1.13에 따른다.

3.1.2 요오드화칼륨용액
3.1.3 염산 (1 : 24)
3.1.4 녹말용액

2.1의 2.1.5에 따른다.

2.1의 2.1.20에 따른다.

2.1의 2.1.1에 따른다.

3.1.5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 용액
3.1.6 아질산나트륨용액 (10 g/L)

2.1의 2.1.12에 따른다.

KS M 8304에 규정하는 아질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조

제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3.1.7 아염소산이온 표준원액

2.1의 2.1.22에 따른다.
-

3.1.8 아염소산이온 표준액 (0.01 mg ClO2 /㎖)

아염소산이온 표준원액 10 mg/㎖를 물

로 1 000 ㎖로 한 것. 이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또한 여기에서 j는 2.1의 2.1.22에 따른다.
3.1.9 질소가스

2.1의 2.1.18에 따른다.

3.2 기구 및 장치
3.2.1 멤브레인 필터 여과장치
3.2.2 주사기

구멍지름 0.2 ㎛의 멤브레인필터를 장착한 것.

용량 1～2 ㎖의 것.

3.2.3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 시험용액 도입부 루프인젝터(Loop Injector)방식으로 샘플 루프(Sample Loop) 이온크로
마토그래프에 시험용액의 일정량을 재현성이 좋게 주입 가능한 것.
2) 음이온분리컬럼

내경 3～6 mm, 길이 15～25 ㎝의 수지관에, 외층부를 4급 알킬아민

으로 페리큐라(Pellicular)형으로 장식한 고 가교도 비극성 수지를 고밀도로 충진한 것.
분리 칼람의 현탁물질과 유기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프리컬럼(Precolum)이 접속
되어 있는 것.
3) 용리액 유속

1～2 ㎖/분으로 한 것.

4) 제거액 유속

0.5～4 ㎖/분으로 한 것으로서 억압형에 사용한다.

5) 검출기

온도보상기능이 붙은 것 또는 항온조 내에 설치된 전기전도도검출기

3.3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물로 세척한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에 채취하고, 즉

시 시험한다.
3.4 분석조작
3.4.1 분석
1) 이산화염소, 아염소산이온의 측정
a) 시험용액 10 ㎖에 인산완충액 1 ㎖와 아질산나트륨용액 (10 g/L) 0.5 ㎖를 가하여 혼화
하고, 이산화염소를 아염소산이온에 환원하고, 이것으로 검액으로 한다.
b) 검액의 일부를 이온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고, 크로마토그래프를 기록하고, 피크 높이
또는 피크 면적(A)을 구한다.
2) 아염소산이온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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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험용액 10 ㎖에 인산완충액 1.5 ㎖를 가하고, 질소가스로 15분 폭기하여 이산화염소를
기산(氣散)시켜 이것을 검액으로 한다.
b) 검액의 일부를 이온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고, 크로마토그래프를 기록하고, 피크높이 또
는 피크 면적(B)를 구한다.
3.4.2 검량선의 작성

-

아염소산이온 표준액 (0.01 mg ClO2 /㎖) 0, 0.5～20 ㎖를 단계적으

로 담고, 수개의 용량플라스크 100 ㎖에 넣고, 물을 표선까지 채운다. 이하 3.4.1의 1)와 같
은 방법으로 조작하고, 아염소산이온의 농도(mg/L)와 피크 높이 또는 피크 면적과의 관계를 구
한다.
3.4.3 농도의 계산
1) 이산화염소는 3.4.1의 1) a) 및 b)에서 얻어진 크로마토그래프의 아염소산이온에 상당하
는 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의 차(A-B)를 3.4.2의 아염소산이온검량선으로부터, 시험용액 1 000
㎖ 중의 농도(mg/L)를 구한다.
2) 아염소산 이온은 3.4.1의 1) b)에서 얻어진 크로마토그래프의 아염소산이온에 상당하는
피크 높이 또는 면적 (B)를 3.4.2의 검량선으로부터 시험용액 1 000 ㎖중의 농도 (mg/L)를 구한
다.
4. 전류적정법
4.1 시약
4.1.1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10 g/L)
4.1.2 아황산나트륨용액 (50 g/L)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KS M 8113에 규정하는 아황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조

제한 것. 이 용액은 사용시마다 조제한다.
4.1.3 인산완충액 (pH7)

KS M ISO 6353-3 R79에 규정하는 인산이수소칼륨 25.4 g과

KS M ISO 6353-2 R33에 규정하는 인산수소이나트륨 34.1 g을 비이커에 담고, 물 800 ㎖
에 용해하여, 10 g/L의 유효염소를 포함한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을 유리잔류염소가 검출되
는 정도로 가하고, 물을 가하여 1 000 ㎖로 하고, 4～5일간 어두운 곳에 정치한다.
다음으로 직사광선에 드러내든가, 아황산나트륨용액(50 g/L)에 중화하여 잔류염소를 제거해 둔다.
4.1.4 녹말용액

2.1의 2.1.1에 따른다.

4.1.5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
4.1.6 0.05 mol/L 요오드용액

2.1의 2.1.13에 따른다.

요오드화칼륨 20 g을 비이커에 담고, 물 20 ㎖에 용해한

후, 요오드 약 13 g을 가하여 용해하고, 물을 가하여 1 000 ㎖로 한다. 이 용액은 갈색병에 보
존한다.
다음의 조작에 의해서 이 용액의 팩터를 구한다.
표정

요오드용액 25 ㎖를 삼각 플라스크 200 ㎖에 담고,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 용액

을 사용하여 적정하고, 용액의 색상이 갈색에서 담황색으로 변하면 녹말용액 1～2 ㎖를 가
하고, 엷은 청색이 없어질 때까지 적정을 계속한다. 여기에 필요한 0.1 mol/L 티오황산나트
륨용액의 ㎖수 (a)를 구하고, 다음 식에 의해서 요오드용액의 팩터 (f2)를 산출한다.
팩터 (f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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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f1 : 0.1 mol/L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팩터
4.1.7 0.014 mol/L 요오드용액

KS M ISO 6353-2 R25에 규정하는 요오드화칼륨 20 g

을 갈색 용량플라스크 1 000 ㎖에 담고, 물 20 ㎖를 가하여 용해하고, 여기에 0.05 mol/L 요
오드용액 141/f2 ㎖ (f2는 0.05 mol/L 요소용액의 팩터)를 정확하게 가하고, 다시 물을 가하
여 전량을 1 000 ㎖로 하고 갈색병에 넣어 보존한다.
4.1.8 수산화나트륨용액 (12 g/L)

KS M ISO 6353-2 R34에 규정하는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4.1.9 염산 (1 : 10)

KS M ISO 6353-2 R13 에 규정하는 염산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4.1.10 0.002 82 mol/L 페닐아르세노옥사이드 용액

페닐아르세노옥사이드 (산화페닐비

소) 0.8 g을 담고, 수산화나트륨용액 (12 g/L) 150 ㎖에 용해한다. 이 용액 110 ㎖를 담고,
물 800 ㎖를 가하여 혼화하고, 염산 (1 : 10)에서 pH값을 6.0～7.0으로 하고, 다음의 조작에
의해 팩터 f3를 구한다.
표정

0.014 mol/L 요오드용액 1 ㎖를 정확하게 용량플라스크 200 ㎖에 담고, 물로 표선까

지 채운다. 이 용액의 일정량(V)을 전류적정기의 비이커에 담고, 전류적정기를 사용하여 상
기 페닐아르세노옥사이드 용액에 적정하고, 적정에 필요한 페닐아르세노옥사이드용액의 ㎖
수 (b)를 구하고, 다음 식에 의해서 페닐아르세노옥사이드 용액의 팩터(f3)를 산출한다.

 

팩터 (f3) =  × 
   
상기 페닐아르세노옥사이드 용액의 1 000/f3 ㎖를 용량플라스크 1 000 ㎖에 담고, 물을 가하
여 전량을 1 000 ㎖로 하고, 클로로포름 1 ㎖를 가하여 갈색병에 보존한다.
4.1.11 염산 (1 : 4)

2.1의 2.1.19에 따른다.

4.1.12 요오드화칼륨용액 (50 g/L)

KS M ISO 6353-2 R25 에 규정하는 요오드화칼륨

을 사용하여 조제한 것.
4.1.13 질소가스

2.1의 2.1.18에 따른다.

4.2 장치
전류적정기
4.3 시험용액의 취급

시험용액은 물로 세척한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에 채취하고, 즉

시 시험한다.
4.4 분석조작
4.4.1 분석
1) 미리 인산염완충액 1 ㎖를 가한 측정용용기(비이커)에 시료 200 ㎖를 담고, 요오드화칼륨
1g을 가한다. 여기에 전류적정기를 사용하여 0.002 82 mol/L 페닐아르세노 옥사이드 용액으
로 종점까지 적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페닐아르세노옥사이드의 ㎖수(A)를 구한다.
2) 다음으로 a)의 측정용액에 염산 (1 : 4) 2 ㎖를 가하여 어두운 곳에 5분간 정치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적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페닐아르세노옥사이드 용액의 ㎖수(B)를 구한다.
3) 미리 인산염 완충액 1 ㎖를 가한 퍼지용기에 새로 시료 200 ㎖를 담고, 질소 가스를 사
용하여 15분간 퍼지한다. 이것을 측정용 용기에 옮기고, 0.002 82 mol/L 페닐아르세노옥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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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용액으로 종점까지 적정한다. 여기에 필요한 페닐아르세노옥사이드 용액의 ㎖수(C)를 구한다.
4) 다음으로 3)의 측정용액에 염산 (1 : 4) 2 ㎖를 가하여 어두운 곳에 5분간 정친한 후,
0.002 82 mol/L 페닐아르세노옥사이드용액의 ㎖수(D)를 구한다.
4.4.2 농도의 계산

시험조작에서 얻어진 적정치 A, B, C 및 D를 사용하여 다음 각 식에

따라 각 성분의 농도를 계산한다.
이산화염소 (ClO2 mg/L) = (5/4) (B-D)×M×26 980/200
-

아염소산이온 (ClO2 mg/L) = D×M×33 726/200
잔류염소 (Cl2 mg/L) = {A-(B-D)/4}×M×709 06/200
= C×M×709 06/200
여기에서 M : 페닐아르세노옥사이드의 몰 농도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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