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 중 브롬산염 시험법

가. 시험법의 적용범위
탄산수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
탄산수 중에 함유된 브롬산염(BrO3-)을 HPLC 칼럼으로 분리한 후 질량분석기(MS/MS)를
이용하여 79BrO3와 79BrO2-, 81BrO3-와 81BrO2-의 이온을 확인 및 정량한다.
다. 장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를 사용한다.
라. 시약 및 시액
1) 표준물질: 브롬산칼륨(Potassium bromate, KBrO3, 순도 99.8%, 분자량: 167.0 또는 이와 동등
한 것)
2) 물: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브롬이 없는 물)
3) 표준원액: KBrO3 13.1 mg (KBrO3 중 K는 23.41 %, BrO3는 76.59 %)을 정밀히 달아 증류
수에 녹여 BrO3- 로서 100 mg/L가 되게 한다.
4) 표준용액: 표준원액을 증류수로 희석하여 1 mg/L로 조제한 다음 증류수로 희석하여 0.001,
0.005, 0.010, 0.015, 0.020, 0.025 mg/L로 조제한다.(사용 시마다 조제)
마. 시험용액
검체 200 mL를 비이커에 취한 후 초음파 세척기로 30℃에서 30분 동안 초음파(40 kHz)를 이용하여
탄산을 제거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조건
가) 칼럼: Amide(3.0 mm × 100 mm, 2.5 µm) hybrid silica particle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이동상
(1) 이동상 A: 0.05 % 개미산을 함유한 물
(2) 이동상 B: 메탄올
(3) 농도 구배 조건
다) 유속: 0.3 mL/분
라) 칼럼온도: 40℃
마) 주입량: 10 µ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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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량분석기의 조건
가) 이온화 방법: ESI negative-ion mode
나) Collision gas: N2(질소)
다) Cone voltage: 35 V
라) 정성 및 정량 이온
분석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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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7을 선구이온으로 할 때 생성이온 111을 정량이온으로 한다. 다만, 기기조건에 따라
129를 선구이온으로 하는 경우 생성이온 113을 정량이온으로 할 수도 있음.
(자연상태에서 79BrO3-::81BrO3- 는 각각 50.5 : 49.5 %로 존재)
※ 밑줄 표시 되어 있는 것은 정량이온이며, 그 외는 정성이온임.
3) 검량선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에 각각 주입 후 얻어진 정량이온의 피크
면적으로 검량선을 작성한다.
4) 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램

그림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에서 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램(1.7분)

그림 2. 선구이온의 질량스펙트럼

1) 선구이온 79BrO3-의 생성이온 질량스펙트럼

2) 선구이온 81BrO3-의 생성이온 질량스펙트럼
그림 3. 생성이온의 질량스펙트럼

5) 정성시험
위의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비교하여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선구이온(precursor ion) 및 생성이온(product
ion)이 일치하여야 하고,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생성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response
ratio)을 비교하여 그 비율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 생성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 허용범위 >
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
허용범위
> 50 %
± 20 %
> 20 %, ≤ 50 %
± 25 %
> 10 %, ≤ 20 %
± 30 %
6) 정량시험
시험용액의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정량이온(quantitative ion)의 피크 면적에 따라 검량선을
이용하여 정량한다.
7) 계산
검체에서의 브롬산염 농도(mg/L) = 검량선에서 얻은 농도값(mg/L)
사. 정량한계: 0.001 mg/L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