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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원자 분광법분광법

바닥상태의원자가광자를흡수

원자흡수 ( Atomic absorption)

들뜬상태에서바닥상태로돌아가면서

광자방출

원자방출 ( Atomic emition)



원자원자 분광법분광법

원자가빛에너지를흡수하는것을이용한방법

흡수

방출

+ hv



원자원자 분광법분광법

공명선공명선 ((Resonance line)Resonance line)

바닥상태에서가장낮은들뜬

상태까지해당하는선





원자원자 분광법분광법

원자화원자화시키는시키는방법에방법에따라따라

3000℃이하의낮은에너지에의한방법
- 불꽃법, 전열법

4000℃이상의높은에너지에의한방법
- 플라즈마,  전기아아크,  전기스파크



원자원자 분광법분광법

기본기본현상에현상에 따라따라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Atomic fluorescence  spectroscopy 

Atomic emission  spectroscopy



원자원자 분광법분광법

원자흡광

원자형광

흡광

M  +  hv M*
형광

원자발광

(+ 열에너지)
M                           M*

( - hv )



Doppler  broadeningDoppler  broadening

불꽃플라즈마속에서원자입자의빠른운동에기인



Pressure broadening`Pressure broadening`

원자간의 충돌로인하여 바닥상태의 에너지

준위에 다소변화를 일으키고 이 결과 선나비가

넓어지는것



Effect  of  TemperatureEffect  of  Temperature

원자화원자화과정과정

MX(s,l)            MX(s)           MX(g)           M0(g) + X0(g)

M*

M+(g)

MxOy 등



Effect  of  TemperatureEffect  of  Temperature

원자흡광법, 형광법 - 들뜬원자 << 중성원자

원자발광법 - 들뜬원자 >> 중성원자

불꽃온도 -들뜬원자나들뜨지않은원자입자의

비에 영향



방방 해해 작작 용용

스펙트럼간섭

이온화간섭

화학적간섭

물리적간섭



스펙트럼스펙트럼 간섭간섭

원자흡수에서 분석될 원소 외의 다른 원소가

광원의 빛 에너지를 흡수할때

시료에공존하는화학종이나광원에의한방해

비특성화학종방해

분자흡수에의한방해



이이 온온 화화 간간 섭섭

중성원자를 생성할때 불꽃의 온도가 높으면

이열에너지에의해이온화반응

중성원자의 생성이 방해 받게 되어 원자

흡광분석에서 흡광세기감소



이이 온온 화화 간간 섭섭



화학적화학적 간섭간섭

분석하고자하는금속이온이 음이온이나

양이온과 서로반응하여열적으로안정한

화합물형성

주어진온도에서쉽게분해안되어

중성원자로 만드는것을방해



물리적물리적 간섭간섭

시료의물리적특성에의해방해

- 점도,  표면장력,  휘발성등



Background correctionBackground correction

두두선선보정법보정법

ZeemanZeeman효과에효과에의한의한바탕보정바탕보정



Background correctionBackground correction

두두 선선 보정법보정법



Background correctionBackground correction

ZeemanZeeman효과에효과에의한의한바탕바탕보정보정

수평면으로부터 편광된 빛 - 분석원소및 바탕에

의한 흡수 또는 산란

수직으로 편광된 빛 - 바탕에의한 흡수또는산란

수평및수직으로 편광된 성분에 의한 빛의 세기를

동시에 측정하여 바탕 보정을 한다.



Background correctionBackground correction

ZeemanZeeman효과에효과에의한의한바탕바탕보정보정



Background correctionBackground correction

ZeemanZeeman효과에효과에의한의한바탕바탕보정보정

등방출

파장



원자원자 흡광흡광 분광법의분광법의 응용응용

금속의미량분석에이용

환경환경분석분석

공업공업분석분석

임상의학임상의학



원자원자 흡광흡광 분광법의분광법의 응용응용

환경분석환경분석

대기중의수은증기의정량

하천수중의구리,  아연,  카드뮴정량

해수중의수은정량

생물시료중의금속원소분석



원자원자 흡광흡광 분광법의분광법의 응용응용

공업분석공업분석 분야분야

합금의분석

칼슘의이온화측정

철광석중의중금속정량분석

암석중의비소정량

농작물중의금속원소정량

식품중의금속원소의정량



불꽃불꽃 발광법발광법

불꽃을이용하는원자발광분석법

나트륨, 칼륨, 리튬및칼슘의분석에가장널리이용

특특 징징

간편, 신속

비교적방해가적음

응용응용

알칼리금속원소의정량에대단히효과적



원원자자 형형광광법법

특징특징

원자흡수와원자방출의특징결합

응용응용

윤활유, 바닷물, 생성시료, 흑연, 농업용시료등에

포함된금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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