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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zamox, a widely used herbicide, is currently managed by the Pesticide MRLs and Positive List System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development of reliable standard materials for analysis is
urgently required. To confirm the reliability of the mass balance method, we measured the purity of the imazamox reference material (RM) certified by an RM producer accredited with ISO Guide 34 and estimated measurement uncertainty. According to this method, the content of structurally similar organic impurities was
measured using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ic coupled with ultraviolet (HPLC-UV), and the moisture, volatile impurities, and non-volatile impuritie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using a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Purity and measurement uncertainty were calculated based on analysis of the HPLC-UV and
TGA results obtained, and the validity of these values was confirmed by comparing with the values provided
in the RM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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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표준물질은 정성/정량 분석 시 기준이 되는 물질로 이
를 이용하여 특정물질의 순도 및 함량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의 순도를 정확하게 측정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HPLC 또는 GC를 이
용하여 분석대상 물질과 동일한 표준물질과 비교하여 값
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물질이 없는 경우 그 순
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용이하지 않으며, 시차 주사
†

열량 측정법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1-3)
quantitative NMR (qNMR)법4,5) 등이 표준 물질 없이도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두 방
법은 유기물 내 주요 구성 요소의 질량 분율을 직접 결
정할 수 있는 기법이기는 하지만, 주성분에 용해되지 않
는 불순물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Mass Balance법
이 미국표준기술연구소, 한국표준연구원을 비롯한 많은
국가측정표준기관에서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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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측정방법으로 ISO Guide 35,6) ICH Guideline7)등에
명시되어 있는 SI 단위에 대한 소급성이 있는 시험방법
이다.
Mass balance 법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다양한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유기 물질에서 검출 가능한 모든 불순
물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즉, 주성분의 순도(질량분율)는
100% (kg/kg)에서 다양한 분석 방법으로 검출된 모든 불
순물의 함량을 빼서 구할 수 있다.8,9) 다양한 접근 방식
중에, 구조적으로 유사한 유기 불순물의 측정을 위해서는
GC-FID 또는 UV/VIS 검출기가 있는 고성능 액체 크로
마토그래피 (HPLC-UV)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GCFID는 주성분이 휘발성 또는 반휘발성이며 열적으로 안
정한 유기 화합물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기본적
으로 GC는 높은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능력을 나타내며,
FID 검출기는 검출 한계가 낮고 피이크의 면적이 분자의
탄소 수에 개략적으로 비례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주성분
의 피이크 면적과 물질에서 검출된 모든 불순물의 피이
크 면적의 합이 물질의 질량 분율 순도에 비례한다는 가
정을 세우기에 더 적합하다. 이러한 점에서 GC-FID는 휘
발성 및 비휘발성 유기 물질의 순도 평가를 위한 보편적
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된다. 반면에, 열적으로 불안정하
거나, 비점이 매우 높은 유기물질의 경우에는 HPLC-UV
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유사한 유기 불순물의 함량을 측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기 물질의 잔류 용매는 헤드 스
페이스 GC (HS-GC)로 분석할 수 있다.
불활성 가스 하에서 열중량 분석(Thermal gravimetric
analysis, TGA)은 GC에 의해 검출되지 않는 비휘발성 잔
류물의 측정에 사용되며, 공기 중에서 측정하는 TGA에
의해서는 HPLC에 의해 검출되지 않은 무기 불순물 함량
을 측정할 수 있다.10)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분 및 유
기 용매와 같은 휘발성 액체의 함량 측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11) 물론, 수분 함량은 전통적인 방식인 Karl-Fisher
법에 따라서 측정하기도 한다.12) 이러한 방법은 순도의 측
정대상인 분석대상물질이 휘발성이 없는 물질일 경우 적
용 가능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수
분분석, 잔류용제 분석, 비휘발성 불순물 분석을 TGA시
험 하나로 측정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방법에 비하여 효
율적이며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시험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 방법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mass balance방법에 사
용되는 수분분석, 비휘발성 잔류물 분석, 잔류용제 분석
및 유기 공정불순물 분석을 TGA분석 및 유기 공정불순
물의 2가지 시험으로 줄일 수 있다.
Mass balance법은 상기와 같은 분석 기기 이외에도 물

질의 특성 등에 따라서 다른 분석기기들이 활용되기도 한
다. 예를 들면, 이온성 물질의 순도측정에서는 HPLC대
신에 펄스 전류계 검출기가 장착된 고성능 음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high-performance anion exchange chromatography equipped with pulsed amperometric detection,
HPAEC-PAD)를 사용하고 또한 유기산 계열의 불순물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도도 검출기가 장착된 이온 크로마토
그래피 (ion chromatography with conductivity detection,
IC-CD)를 사용하여 mass balance 법으로 순도를 측정하
기도 한다.13) 이와 같이 mass balance 법에 의한 순도 결
정은 다양한 분석 기법을 병용하여 유기 물질에서 검출
가능한 모든 불순물을 측정하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한편, 수생식물은 보호가 필요한 수생 생태계의 귀중한
구성요소로서 많은 종류의 수생생물, 물고기, 야생동물들
에게 커버, 서식지, 음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들은 특
정한 수역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떠다니는 식물은
수질을 저하시키고, 특정 어업을 손상시키며, 항해를 방
해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유해한 수생 식물 종들을 관
리하기 위해 제초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4) 이러한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마자목스는 Figure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미다졸론 (imidazolone) 구조를 포
함하여 이미다졸론계 제초제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15)
2008년 EPA에 등록되어 주로 수생용으로 시판되고 있으
나, 아직까지도 환경 유해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16,17) 이마자목스는 현재 식약처 농약 잔류허용
기준 및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성분이므로 분석에 필요한 신뢰도 높은 표준물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화된 ISO Guide 34 인정을 받은 표
준물질생산기관이 보급하는 RM을 이용하여 이마자목스
에 대한 Mass Balance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구
입한 이마자목스 표준물질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Mass

Fig. 1. Chemical structure of imazam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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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법을 사용하여 순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불확도
를 추정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약 및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마자목스는 상용화된 ISO Guide
34 RM (미국 Ultra scientific사)를 사용하였다. 표준물질
인증서 상에 포함된 순도는 99.5%였으며, 확장불확도는
0.5%로 기술되어 있었으나 순도의 측정에 사용된 시험방
법에 대한 기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측정에 대한 비교는
어려웠으며 따라서 표기된 순도 및 불확도는 Mass
Balance법에 의한 순도 측정 후 정확도를 측정하는 기준
으로만 사용하였다. 모든 시험에 사용된 시약은 분석용 또
는 동급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시험에 사용된 모
든 초자기구는 ISO 17025에 의해 국가교정기관지정제
도 운영요령에 따라 교정된 것만을 사용하였다.
2.2. HPLC 측정
시료 중에 포함된 구조적으로 유사한 유기 불순물의 함
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HPLC를 사용하였다. HPLC분석
은 Tedia 사(미국, Ohio) HPLC급 Acetonitrile 및 실험실
에서 제조된 초순수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분석은
Acetonitrile : water = 7 : 3의 조건에서 1.0 mL/min의 이동
속도로 isocratic으로 진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시료는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0.1 mg까지 측정이 가능한 저울로
25 mg을 정확히 계량한 후 250 mL 부피 플라스크 내에
서 250 mL의 acetonitrile에 용해시켜 분석에 사용하였
다. HPLC로는 영린기기 Acme 9000 HPLC/Autosampler
및 AutoChro 3000 software를 사용하였다. HPLC 기구
및 software는 ISO 17025 : 2017 third edition을 참고하
였다. 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기기의 중간점검을 실시하였
으며, 이마자목스를 100 μg/mL의 농도로 희석하여 반복
측정을 통하여 기기의 직선성 및 반복성을 점검하였다. 이
마자목스의 기기반응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UV검출기를
사용하였고 254 nm에서 면적을 측정하였다. 분석에 사용
된 모든 시료는 충분히 잘 건조된 상태의 시료를 사용하
여 수분함량이나 휘발 잔류물에 대한 보정이 필요 없는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2.3. TGA 측정
열 중량 분석은 기기 제조사(Scinco M&T)에서 제공하
는 백금 팬에 수 mg (2~10 mg)의 샘플을 넣고 처음 2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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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0분간 유지한 후에, 10oC/min의 속도로 120oC까지
상승시키고 20분동안 유지하여 발생하는 무게의 차이로
부터 휘발성 불순물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휘발
성 불순물은 오염물질인 수분 및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잔류 용제를 포함한다. 이후 다시 10oC/min의 속도로
600oC까지 상승시키고 그 후 600oC에서 1시간 동안 유
지하여 비휘발성 불순물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비휘발성
불순물은 주로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무기 불순물 및 촉
매 등으로부터 유래한 공정 불순물 등을 포함한다. 백금
팬은 그 안에 존재할 지도 모르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
하여 동일한 온도 프로그램으로 미리 처리한 후에 사용
하였다. 건조 질소를 20 mL/min의 속도로 주입하였으
며, 반응성 기체로는 공기를 30 mL/min의 유량으로 공급
하였다. 또한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질소를 보호
기체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측정을 위해 적재한 샘플
(Wsample)의 무게와 팬에 남아 있는 총 비휘발성 불순물
(Wnon-volatile impurities)의 무게를 표준 불확도 0.7 µg과의 차
이에 따라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2.4.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통상적으로 유효성 확인은 선택성 (Selectivity, 또는 특
이성), 직선성 (linearity)등에 대하여 진행한다. 그러나 이
수행인자들 대부분은 Mass Balance법의 유효화를 위한
검증방법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 중 적
용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유효성 확인 시험을 진행하였
다. 진행한 유효성 확인 시험은 특이성, 정확도, 정밀도,
측정불확도 및 완건성이며 추가로 시험범위는 Mass
balance법을 이용하여 CRM을 제작하고 있는 한국표준과
학연구원(KRISS)의 조언을 받아 경험적으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HPLC에 의한 구조적으로 유사한 불순물의 함량
HPLC spectrum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높은 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으며, 158초에 나오는
불순물은 확대하여 나타낸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종
류의 불순물로 이해된다. HPLC에서 UV detector로 순도
를 측정할 시에 불순물이 다수인 경우에는 농도 차이에
따른 각각의 불순물의 감도 차이를 확인하나12) 본 연구
에서는 Figure 2 안에 확대해 놓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
듯이 불순물이 한 종류이므로 UV detector의 감도 차이
를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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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PLC/UV chromatogram (254 nm) of the imazamox
reference material solution in acetonitrile (100 mg/L).
Inserted picture shows enlargement of UV spectra
for an impurity.

시료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마자목스의 분율은 아래 식
으로 계산된다.
AImazamox
PHPLC = -----------------------------------------------------------AImazamox + Σi AImpurities, i

(1)

PHPLC : 이마자목스의 질량분율
AImazamox : 이마자목스의 피이크 면적
AImpurities, i : 불순물 i의 피이크 면적
전체적으로 6번의 시료를 제조하고 분석하였으며 거의
동일한 스펙트럼을 얻었다. 상기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얻
어진 각각의 순도값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3.2. TGA에 의한 휘발성 및 비 휘발성 불순물 함량
측정
TGA는 온도를 조절하여 온도에 대한 무게의 증가 또

Fig. 3. TGA diagram of imazamox.

는 감소를 측정하는 열분석법으로 미세한 무게를 정확하
게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이다.
TGA에서의 저울은 로드셀을 사용하는 통상적인 저울에
비해 감도가 훨씬 높아 미세한 중량의 변화를 마이크로
그램 단위까지도 측정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무게 변
화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온도 상승에 gradient를
주어서 중요한 온도 영역에서는 온도 상승을 잠시 멈추
고 질량 변화가 충분히 평형에 도달하도록 조정하였다.
Gradient에 따른 온도 변화는 Figure 3의 오른쪽 y축에 표
기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표기되는 잔류 질량%는 왼쪽 y
축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유기물질에는 예측할 수 없는 무기물 또는
촉매와 같은 공정불순물 등이 제조 공정 중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 불순물들은 HPLC-UV 또는 GC-FID법에 의
해서는 검출할 수 없다. 이들 물질을 통칭해서 비휘발성
(non-volatile) 불순물로 표기하며, 일반적으로 TGA를 사
용하여 600oC의 고온에서도 잔류하는 양으로부터 측정한
다. 또한 HPLC-UV 법에서는 수분이나 휘발성 유기용매

Table 1. Measurement results and uncertainty evaluation
st

1
2nd
3rd
4th
5th
6th
Average
SD
sensitivity coefficient
Uncertainty
Degree of freedom

HPLC Purity (%)
99.77
99.77
99.77
99.78
99.77
99.77
99.77167
0.004082
0.0017
0.001667
5

Volatile impurities (%)
0.101
0.138
0.106
0.146

Non-volatile impurities (%)
0.342
0.945
1.239
0.786

0.12275
0.022559
0.998
0.01128
3

0.842
0.457284
−0.998
0.228642
3

Mass balance법에 의한 농약 표준물질의 순도 분석

131

등의 불순물을 측정할 수 없으며, 이런 불순물들은 휘발
성 불순물로 통칭하며 TGA에서 120oC까지 온도를 올
렸을 때 감소하는 질량으로부터 함량을 측정할 수 있
다. 즉,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불순물의 검
출에 HPLC-UV를 사용하였으므로, TGA를 통하여 휘발
성 불순물 및 비휘발성 불순물의 함량을 다음과 같은 방
법을 통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먼저, 총 비휘발성 불순물(비휘발성 잔류물)의 함량은
다음 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WNon – volatile residues
PNon – volatile impurity = ----------------------------------------------WSample

(2)

여기에서
PNon-volatile impurity : 비휘발성 불순물 질량분율 (%)
WSample : 시료무게
WNon-volatile residues : 진류된 비휘발성 불순물 무게
한편, 휘발성 불순물의 함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WLoss at 120C
Pvolatile impurity = ----------------------------WSample

(3)

여기에서
PVolatile impurity : 휘발성 불순물 질량분율 (%)
WSample : 시료무게
WLoss at 120℃ : 120oC에서 무게 감소
위 계산값을 이용한 이마자목스 표준물질의 순도는 다
음 식으로 계산된다.
PVolatile + PNon – volatile impurity
PImazamox = ⎛1 – -------------------------------------------------------------------⎞ × PHPLC
⎝
⎠
100
(4)
여기에서, PImazamox : 이마자목스의 순도 (%)
3.3. 최종 순도, 자유도 및 측정불확도 추정
시험에 사용된 측정방법들 및 자유도를 이용하여 측정
불확도를 추정하였으며, 상기의 식 (4)에 해당하는 순도
계산식을 이용하여 순도 계산을 하였다. 측정불확도 추정
시에 사용된 감도계수는 순도계산식을 편미분한 후, 휘발
성 불순물, 비휘발성 불순물 및 구조적으로 유사한 불순
물 등 각 변수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측정불확도 추정시
자유도는 Figure 4에 표시된 불확도 요인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계산하였다. 변수로 사용되는 휘발성 불순물, 비
휘발성 불순물 및 구조적으로 유사한 불순물은 모두 반

Fig. 4. Fishbone diagram of uncertainty factors in estimating
measurement uncertainty of imazamox purity.

복측정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확도 및 자
유도도 반복측정 결과로부터 계산하였다.
시험결과 실제적으로 측정된 값 및 상기와 같은 방법
을 거쳐서 계산한 자유도, 측정불확도 등의 계산값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이들 수치를 바탕으로 순도계산식
에 의해 결정된 순도는 98.8% 였으며, 추정된 측정불확
도는 95 % 신뢰수준에서 확장불확도로 0.6%였다.
3.4. 시험결과의 유효성 확인
시험결과의 유효성은 En값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측정
값과 설정값을 비교하여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평가 방법
은 측정값과 설정값의 차이가 측정오차에 대한 허용량과
비교되어야 하며 측정오차에 대한 허용량은 측정값과 설
정값의 측정불확도로부터 계산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표준화된 성능 통계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중 대표
적인 성능 통계치 중의 하나가 En값으로 이 값은 숙련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8)
즉, 이 En값을 확인하여, 표준물질 생산기관에서 측정한
표준물질의 순도와 본 연구를 통하여 측정한 결과가 측
정불확도 이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아래
의 식을 이용하여 En값을 계산하였다.
xlab – Xreference
98.8 – 99.5
En = ------------------------------------------ = ---------------------------- = 0.89
2
2
2
2
0.6 + 0.5
Ulab + Ureference
여기에서
xlab = 측정값(순도, %)
Xreferences = 인증서에 포함된 표준물질의 순도값(%)
Ulab = 측정값의 확장 불확도(%)
Ulab = 인증서에 포함된 표준물질의 확장불확도(%).
이 식을 통하여 계산된 En값은 0.89로 ISO Guide 34RM
의 인증서에 포함된 순도 99.5% (확장불확도 0.5%)와 불
확도내에서 유의성이 없음을 확인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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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화된 ISO Guide 34 인정을 받은 표
준물질생산기관의 RM을 이용하여 잔류농약성분으로 관
리되고 있는 이마자목스의 순도 측정에 대한 Mass
Balance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자체적으로 확보
한 Mass Balance법을 사용하여 ISO Guide 34로 검증된
표준물질의 순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불확도를 추정하였
다. Mass Balance법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한 불순물의 함
량은 HPLC-UV를 사용하였으며, 수분/휘발성 불순물 및
비휘발성 불순물은 열중량 분석(TGA)기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료의 최종 순도 및 측정불확도는
98.8 ± 0.6%로 결정되었으며, 이 값은 ISO Guide 34 RM
인증서에 포함된 값 (99.5 ± 0.5)%을 이용한 En값이 0.89
로 측정불확도 내에서 유의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험방법은 기존에 생산된 표
준물질의 순도를 효율적으로 평가 가능한 동시에, 향후에
이를 이용하여 표준물질의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방법이
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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