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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야 새로운 효소반응기를 쓰는 요소 정량용 연속.자동화 장치의 감웅성질을 조사하였다. 효소반웅기는 

지지체인 nykm-6입자42~48mesh)를 teflon관(안지름 2mm「길이 20cm)에 충전시키고 이 지지체의 표 

면에 공유결합제인 glutaraldehyde^, urease를 고정화시켜서 제작하였다. 연속.자동화장치는 효소반응기, 

기체투석기 및 지시전극인 관형 PVC.nonactin막 암모늄 이온 선택성 전극을 차례로 연결하여 만들었다. 

이 장치를 써서 요소를 정량할 때 감응특성은 다음과 같다. 곧 직선감옹 농도범위는 5^X10~6-2.4X10'3M 
감응기울기는 57.8 mV/decade, 검출한계는 효소반웅기의 전환백분율은 803%이었다. 효소반

옹기의 최적 완충용액은 0.01 Af Tris-HCl 완충용액(pH 7.0〜7.8)과 0.01 M 인산염 완충용액(pH 6.9〜7.5) 
이었고 수명은 150일 정도였다. 또한 다른 생리활성물질의 방해는 없었다.

ABSTRACT. The response properties of continuous automated system using an enzyme reactor for 
determination of urea were investigated. The enzyme reactor was constructed to packed-bed form which 
Riled with nylon-6 beads (42-*48 mesh), which immobilized urease with glutaraldehyde, in teflon tube 
(2 mm LD., 20 cm length). The system was composed of the enzyme reactor, gas dialyzer, and tublar 
PVC-nonactin membrane amonium ion-selective electrode as an indicator 이ecEod운 in serial order.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this system were as follows. That is, the concentration range of linear respo- 
11 용e, slope of linear response, detection limit, and conversion percentage were 5.5X 10~6—2.4X 10-3M 
57.8 mV/decade, 1.5X 10-6A/, and 80.8%, respectively. The optimum buffer and life time of urease reactor 
were 0.01 Af Tris-HCl buffer solution (pH 7.0—7.8) and 0.01 Af phosphate buffer solution (pH 6.9—7.5) 
and about 150 days, respectively. And the urease reactor had no interferences of the other physi이ogical 
materials.

서 론

생체촉매 막을 쓰는 생물전기화학감웅기 (bioelect・ 
rochemical sensor or biosensor)-c- 야-수, 아미노산, 

글루코오스와 같은 생체관련물질을 선택적으로 식 

별, 정량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식품영양학, 

임상학 등의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13. 륵히 효 

소는 특정한 기질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촉매작용을 

하므로 물질식별작용이 우수하다. 그러나 효소는 

매우 불안정하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청량분석에 

이용할 때에는 특수한 지지체에 고정화시키고 있 

다〃.

효소 이외에는 요소에 대한 특이성 시약이 지금 

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곧 요소의 분석법은 효소 

urease에 의하여 요소가 가수분해될 떄에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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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나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방법이며錦, 이 

9 个 biosensor는 urease막과 이온 선택성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Guilbault 둥은 polyacrylamide gel 
속에 urease를 넣은 막을 1가 양이온 선택성 （NHJ 
감응） 전극 위에 입혀서 효소전극을 최초로 만들 

었으나, 여기에 쓴 내부 지시전극은 Na+과 K+에 

대하여서도 감응하였다. 그들은 혈장과 오줌 속의 

요소를 정량할 때에 이온교환수지를 쓰거나8 nonac- 
tin-암모늄 이온 선택성 전극을 내부지시전극으로 

써서9 선택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Anfalt 등虬은 

urease를 glutaraldehyde로써 Orion Research회사 

의 암모니아기체 감응전극 표면에 직접 고정화시킨 

효소전극을 개발하였다. 이 효소전극은 수명이 4개월 

정도이었고, 기체투과막을 썼으므로 양이온의 방해 

가 없어졌으나, 휘발성 산이나 아민의 방해를 받기 

쉬웠다W2. 효소반응기 와 검출전극계를 분리하므로 

서 생체관련물질을 선택성 좋게 연속•자동적으로 

정량할 수 있는 biosensor도 개발되고 있다曲. 특히 

Hornby 등节은 nylon-6관의 내면에 효소를 화학적 

으로 고정화시켰으며, Inman 등姉, Sundaram 등”, 

Ngo18, Laidler 등淌도 nylon-6관을 쓴 효소반응기 

를 이용하였다. 또 nylon-6그물에 urease를 공유결 

합시킨 막을 쓴 효소전극8과 nylon-6부스러기에 

urease를 공유결합시켜서 만든 효소반응기外도 보고 

되고 있다. .

전위차법으로'암모니아를 측정하여 요소를 정량할 

때에 내부지시전극으로서 1가 양이온 선택성 전극 

이나 유리전극을 지금까지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지시전극들은 다른 화학종에 대하여 선택계수가 

크고 검출한계（10-5〜 10-4M）가 비교적 높은 단점 

이 있다源河. 또한 연속흐름 측정에는 시판하는 암 

모니아 기체 감응전극의 감응막에 연속흐름 캡을 

부착하여 썼다袂. 이 전극계에서는 유리전극 표면의 

얇은 전해질 용액층으로부터 분석기체가 확산하여 

없어지는 속도가-느리므로 바탕선으로 복귀하는 시 

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비교적 많은 양의 시료가 1 

회의 측정에 필요하므로 연속•자동화 측정에 이용 

하기란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Meyerhoff 
등29은 pvC-nonactin막 암모늄 이온 선택성 전극을 

관 형태로 만들어서 연속•자동화 측정에 쓸 수 있 

도록 하였다. 곧 기체투석기를 부착한 연속•자동화 

장치에 이 전극을 연결하여 1가 양이온 종과 휘발성 

산의 방해를 제거할 수 있었고 분석의 감응특성과 

선택성을 높힐 수 있었다. 또한 Meyerhoff 등处은 

이 장치를 써서 피속의 L-asparagine을 정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속•자동화 장치에 효소반응기를 

연결하여 요소를 정량한 보기는 지금까지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장치보 

다도 감응특성과 선택성이 우수하고 신속하게 시 

료를 처리할 수 있는 연속•자동화 장치를 개발하 

였다. 곧 지시전극으로서는 PVC-nonactin막 암모늄 

이온 선택성 전극을 썼고 효소반응의 전환백분율을 

높히고 효소의 수명이 길도록 packed-bed 관 형태의 

새로운 효소반응기를 제작하였으며, 기체투석기도 

아울러 써서 모든 측정조작을 연속•자동화하였다. 

또한 이 전극계의 감응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들의 '최적조건을 구하고, 최적조건에서 요소를 정 

량할 때의 감응특성, 선택성, 효소반응기의 열에 대 

한 안정성 및 수명 등을 조사하였다.

실 험

시 약. 특급시약 요소（Kanto제） 0.30030g을 

50 m/들이의 부피플라스크에 넣고 탈이온화한 증 

류수로 완전히 녹인 다음, 표선까지 채우면 0.10M의 

저장용액이 된다. 이 용액은 냉장실（4t?）에 보관하 

며, 쓸 대마다 0.01 Af 완충용액（특정한 pH）으로 

묽혀서 요소의 표준용액으로 하였다. 특급시약의 

염화암모늄（Merck제） 0.53490 g을 100 m/들이의 부 

피플라스크에 넣고, 합성생리수로서 완전히 녹인 

다음 표선까지 채워서 만들었다. 이 용액을 쓸 때 

마다 합성생리수로 묽혀서 암모늄 이온의 표준용액 

으로 하였다.

합성 생리수（pH Z4）27는 NaCl이 137 mW, KC1 이
2.7 mA£ NazHPO, 이 8.0 mAf 및 KH^PQ 이 1.5 
mM이 되도록 만들었다.

요소의 탈아미노분해효소로서는 urease（urea ami
dohydrolase ；E.C.3.5.1.5, Sigma VI, 7.7 units/mg） 
를 사용하였다. Glutaraldehyde（25% 수용액）와 tris 
（hydroxymethyl）aminomethane （이하 Tris로 줄 

임）은 Fluka제 특급 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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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다.

이온 선택성 막의 제조에 쓰인 PVC는 Polyscie- 
nce제의 크로마토그래피용 시약이고 dibutyl sebe- 
cate와 nonactin은 Sigma제 특급시약이며, tetrahy- 
drofuran(이하 THF로 줄임)은 Junsei제 특급시약 

이었다. 효소를 고정화시키는 지지체로서 nylon-6입 

자(Kolon저｝, 99.99%, 42~48mesh) 를 썼다.

이외에도 염들의 특급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 

로 썼고 모든 용액의 제조에는 탈이온화한 증류수 

(R>17Amcm) 를 사용하였다.

0.1 Af Tris-HCl 완충용액 (pH 6.9〜 9.0) 은 0.2 M 
Tris 용액에 염산을 가하여 특정한 pH의 완충용액을 

만들었고 0.1 M 인산염 완충용액 (pH5.5~8.0)은 

0.1 M KH2PO4 용액과 0.1 M Na2HPO4 용액을 적 

당한 부피비로 섞어서 특정한 pH의 완충용액을 만 

들었다. 이하의 실험에서는 이들 완충용액의 농도가 

0.01 M로 되도록 묽혀서 썼다.

장 치. 본 실험에 쓴 연속•자동화 장치의 전 

체적인 배열은 Fig. 1과 같다. 시료용액을 채취하기 

위하여 autosampler II(Alpkem제, model S2-0032) 
를, 모든 용액을 계속하여 흘려주기 위하여 Rabbit 
peristaltic pump(Rainin제, 8 channel head) 를 •*]- 

용하였다. 그림에서 GD로 표시한 부분은 기체투석 

기이며, 이것은 동공크기 0.2 jim의 polytetrafluoroe
thylene sheet(W.L. Gore and Assoc제) 사이를 

Technicon제의 투척기(길이 약 30 cm) 사이에 끼 

워놓은 것이다. 전위차 측정장치는 digital IONALY- 
ZER(Orion제, model 701A)를, 기록기는 strip chart 

recorder(Fisher Recordall series 5000) 를 썼고 

외부기 준전극으로서는 포화칼로멜 전극(Beckmann 
69400)을 사용하였다. 탈이온화한 증류수의 제조에 

는 Milli-Q Water System(Millipore)을 사용하였다. 

모든 실험은 25±0.驼에서 수행하였다.

관형 PVC막 암모늄 이온 선택성 전극의 제작. 

중성운반체 막으로 이루어진 암모늄 이온 선택성 

전극을 만드는 방법24刀은 다음과 같다. 곧 막의 지 

지체인 PVC 20mg, 암모늄 이온에 대하여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 중성 운반체인 nonactin 2 mg 및 가소 

제 인 dibutyl sebecate 125 山를 소형 시 험 관에 넣고, 

용매 THF 1.5 m/를 가하여 완전히 녹인다(casting 
solution). 일회용 주사침(20 gauge, 길이 4 cm)의 

끝을 무디게 한 다음, PVC관(안지름 0.89mm, 길이 

약 6.5 cm) 속에 끝까지 밀어 넣乳 이 관의 중앙 

근처에서 4mm 정도 직사각형으로 도려낸다. 이렇게 

도려낸 -부분에 위에서 만든 casting solution을 넘쳐 

흐르지 않을 정도로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 말리는 

조작을 5회 되풀이 한다. 이것을 하루 동안 말리고, 

주사침을 배어내면, 관 형태의 암모늄 이온 선택성 

감응막이 된다. 다음에 플라스틱 pipet tip의 옆구 

멍을 뚫고, 아래부분을 가열하여 녹여 붙인 다음, 

위에서 만든 암모늄 이온 선택성 감응막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pipet tip의 옆구멍을 통하여 밀어 

넣는다. PVC를 cyclohexanone에 녹인 용액올 접착 

제로 써서 옆구멍의 빈틈을 막는다. Pipet tip 안에 

내부기준용액으로서 0.01 M NHiCl 용액을 넣고 

전기도금하여 AgCl 피막을 입힌 은선을 담그면, Fig.

Fig. 1. Schematic diagram of continuous automated electrode-based enzymatic assay system for the determination 
of urea. (ER); enzyme reactor, (MC); mixing coil, (D); debubbler, (PS); pulse suppressor, (GD); gas-dialyzer, 
(G); electrical ground (FTE); flow-through tubular polymer electrode unit, (R); S.C.E., (IA); pH-mV meter, 
(REC.); strip chart recorder, and (W); waste.

Vol. 36, No. 3, 1992



396 李興洛•梁昇泰

RECIPIENT

65 mm
Fig. 2. Schematic diagram of tubular ammonium ion- 
selective polymer membrane electrode flow unit. (A) 
Ag/AgCl reference electrode, (B) coaxial cable, (C) 
plastic pipet tip, (D) internal reference solution (0.01 
M NH4CI), (E) PVC tubing (0.89 mm LD・)，(F) NH：- 
sensitive membrane.

2와 같은 연속흐름 측정용의 관형 PVC막 전극이 

완성된다.

효소반응기의 제작. 효소반응기는 packed-bed관 

형태로 만들었으며, 효소의 지지체로는 nylon*6입자 

를 썼다. 효소의 고정화는 nylons관의 내면16~妙이나 

nylons그물에 효소를 공유결합반응으로 고정화시 

키는 방법20을-참고로 하였다. 다음에는 효소반응기 

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곧 Teflon관 

(안지름 2 mm, 길이 20 cm) 에 nylon-6입자를 채우 

乳 이 입자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의 

출.입구쪽에 지름 2 mm의 다공성 고분자막(두께 

0.5 mm) 을 넣은 다음, nipple(안지름 1mm) 을 끼 

운다. 이 관에 30분 동안 유속 L4m〃min으로 2.5 M 
HC1 용액을 흘려보내면, nylons입자의 표면에 있는 

팹피드(-CO-NH-)결합이 가수분해되어 아미노기가 

생긴다. 이 충잔관을 탈이온화한 증류수와 0.2 M 
탄산염 완충용액 (NaHCQ-NaOH, pH 9.0)으로써 ] 

시간 동안씩 씻는다. 0.2 M 탄산염 완충용액 (pH 9.0) 
으로서 묽힌 12.5 v/v% glutaraldehyde 용액을 실 

온에서 30분 동안 이 관에 흘려주면(유속 1.4 n〃 
min), nylonf입자표면의 아미노기와 glutaraldeh- 
yde의 알데히드기가 축합반응한다. 반응하지 않고

RECIPIENT ....+ pH? 4.STRtAM ―시 < r NH3 ―MONHj ««CT«ODe
口 / 1 丄"/，二丄二丄 GPM

SAMPLER DILUIMI + pH<|STREAM "一— NH4 ZL' " ' * WA흐TE

PH2<PH1

Fig. 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flow-through NH： 
detection system using the gas-dialyser.

남아 있는 glutaraldehyde를 탈이온화한 증류수로 

완전히 씻는다. 다음에 urease 10mg을 0.5M 인산 

염 완충용액 (KHzPOrNazHPQ, pH 7.5) 0.5 mZ에 

녹인 용액을 glutaraldehyde가 결합되어 있는 nylon- 
6관에 (0.5m〃min의 유속) 30분 동안 순환시키고, 

4M의 냉장실에 하루 동안 방치한다. 이 관을 탈이 

온화한 증류수, 0.5M 인산염 완충용액(pH 7.5), 0.5 
M Tris-HCl 완충용액 (pH 7.5) 으로 20분 동안씩 

씻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효소반응기를 실 

험에 쓰고 난 다음에는 Tris-HCl 완충용액을-채워서

의 냉장실에 보관한다.

측정원리 Fig. 1에 나타낸 모든 용액은 연동펌 

프로써 일정한 유속으로 공급된다. 요소 표준용액을 

autosampler로써 일정한 시간 간격으루 주입하면, 

효소반응기를 통과하는 사이에 다음의 반응식에 따 

라서 전기활성종인 암모늄 이온이''생성된다.

urease 
(NH2)2CO+2H2O+H+--------- >2NH4+ + HCO3-

이 암모늄 이온은 염기성 diluent 및 공기와 함께 

나사형의 7회전 혼합코일에서 섞이게 되고 암모니 

아로 바뀐다. 공기방울이 두 전극 사이의 관에 있 

으면, 전극 사이의 용액이 분할되므로 시료가 기체 

투석기로 들어가기 전에 debubbler로써 공기를 제 

거시킨다. 시료와 diluent의 혼합용액이 기체투석기 

의 아래층을 지날갈 때, 기체투과막의 위층에는 

pH가 낮은(8 이하) recipient stream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암모니아기체는 투과막의 동공을 통하여 

아래층으로부터 위층으로 확산된다. Recipient st- 
ream으로 들어온 암모니아기체는 3에 나타낸

해리과정에 따라서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바뀐다. 

이 recipent 용액이 전극 사이에 흐르」M로 지시전 

극인 관형 PVC막 암모늄 이온 선택성 전극과 기 

준전극 사이에 나타나는 기전력을 pH/Ion meter로 

써 측정하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strip chart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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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er에서 기록된다.

이때에 측정된 기전력 Em요는 log[NHJ]와 선 

형관계에 있고 [urea]는 [NHJ] 에 비례하므로 기 

전력이 기질 urea의 농도의 대수값과 선형관계에 

있다.

E°y=Eo+0.05916 logENH,]
=%' + 0.05916 logEurea] （253에서）

측정조작. 먼저 일정한 농도의 diluent와 reci
pient, 공기 및 탈이온화한 증류수를 일정한 유속 

으로 연속•자동화 장치에 주입하면, 일정한 기전력 

（±0.1 mV）의 바탕선이 그려진다. 다음에 L0X 
10"6~1.0X10-2Af 범위의 요소 시료용액과 씻는 

액（탈이온화한 증류수）을 1：2의 부피비로 번갈아 

가면서 채취하면, Fig. 4와 같은 피이크 모양의 기 

전력이 측정된다. 이 그림으로부터 바탕선 기전력과 

각 시료에 해당하는 극대 기전력의 차이, 곧 피이크 

기전력（△£：）을 구한다. 요소 표준용액을 시료용액 

으로 써서 구한 요소농도의 상용대수값에 대하여 

도시하면, 요소 정량용의 검정곡선이 된다.

! ： I I I ! ： n~厂一'—，U! ]

200 ■

결과 및 고찰

관형 PVC막 암모늄 이온 선택성 전극의 감응특성. 

연속.자동화 장치의 지시전극인 관형 PVC막 암모늄 

이온 선택성 전극의 감응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쓴 

측정장치는 FM 1에서 효소반응기를 떼어낸 것이다. 

암모늄 이온 표준용액은 사람의 피와 조성이 비슷한 

합성생리수를 바탕용액으로 써서 만들었다. 이 표 

준용액의 1.0X10-6~L0X10-2Af 범위에 대한 피 

이크 기전력과 검정곡선을 구하여 각각F谚 5와F讶. 

6에 나타내었다.

F谚.6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선감웅 

범위는 6.0X10-6〜 1.0X10-2M（상관계수 0.999）이 

고，감응기울기는 58.6 mV/decade이며, 검출한계는 

2.4X10MM이었다. 이 값들은 1가 양이온 선택성 

전극s의 직선감응 범위 10T~10TM, 감응기울기 

54.5mV/decade, 검출한계 S.OXKLm와 암모니아 

기체 -감웅전극龄의 직선감웅 범위 10-5~10=1心, 

감응기울기 57.0 mV/decade, 검출한계 5.0X10-6Af 
와 비교하면 감응특성이 보다 우수함올 알 수 있다.

또한 관형 PVC막 암모늄 이온 선택성 전극의

Fig. 4. Typical strip chart recording for the conti
nuous automated determination of urea, condition : 
recipient; 0.01 Af Tris-HCl(pH 7.6), diluent; 0.05 Af 
NaOH, recipient flow rate; 1.4 m//min, air flow rate;
1.4 mZ/min, diluent flow rate; 2.5 mZ/min, sample flow 
rate; 1.0 mZ/min, sample to wash ratio; 1:2.

time —»

Fig. 5. Response of tubular ammonium-selective poly
mer membrame electrode for aqueous NH4CI stan
dard. condition : recipient; 0.01 M Tris-HCKpH 7.6), 
diluent; 0.05 Af NaOH, reapient flow rate; 1.4 mZ/min, 
air flow rate; 1.4 mZ/min, diluent flow rate; 2.5 mZ/ 
min, sample flow rate; 1.0 mZ/min, sample to wash 
ratio;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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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ypical calibration curve for the automated 
determination of ammonium ion. condition : recipient; 
0.01 Af Tris-HCl(pH 7.6), diluent; 0.05 Af NaOH, reci
pient flow rate; 1.4 mZ/min, air flow rate; 1.4 m〃min, 
diluent flow rate; 2,5m〃min, sample flow rate; 1.0 
m//min, sample to wash ratio; 1: 2.

사용 시간에 따를 성능변화를 조사하여 Fig. 7에 나 

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전극은 

6개월 이상 사용하더라도 감응기울기가 거의 변화 

하지 않지만, 170일 경부터 직선감응 범위는 낮은 

농도의 범위가 차춤 좁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전극을 

오래 쓰면, 지지체인 PVC의 지지능력이 떨어져서 

PVC로부터 가소제인 dibutyl sebecate가 조금씩 

유출되어 나가고, 중성운반체인 nonactin의 감응능 

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Meyerhoff 등겨은 설명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극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응특성이 우수하고 수명이 6개월 정도나 될 

뿐만 아니라 소형이고 전극 제작비가 헐하며, 연속 

흐름 측정에 알맞도록 바탕선으로의 복귀가 빠르고 

감응시간이 짧으므로 -매우 우수한 암모늄 이온의 

검출기인 것으로 생각된다.

요소 표준용액의 연속•자동화정량

연속 • 자동화 장치의 최적조건. Recipients 선 

택 PVC-nonactin 감웅막은 1가 양이온 종인 K+ 
(Kg^0.16), H+(K^=2X10-2), Na+(Kg*= 2X10-3) 
등에도 감응하므로 이들 양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P
R

니
0,p
、
>e

.wdo
一
 s 6

3 4 5 6 7
month

Fig. 7. Response characteristics change with time of 
the tubular ammonium-elective polymer membrane 
이ectrode*. (A); response slope, left scale, (B); and 
(C); upper and lower linear limit, right scale. *stored 
at 4笔 when not use.

완충용액은 피해야 한다30叫 따라서 본 실험어｝저는 

Tris-HCl 완충제를 recipients. 썼다. Recipient에서 

는 암모니아가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고 이것이 검 

출전극계를 통과하므로 그 pH와 농도는 이온 선택성 

전극의 감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Reci- 
pient의 pH가 전지의 감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하여 pH7.0~9.0의 0.01 M Tris-HCl 완충' 

용액을 recipient로 쓰LOXIO^M의 염화암모늄 

표준용액에 대한 전지의 기전력을 측정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NH「■의 

pKa 가 9.31 이므로 암모니아의 거의 대부분이 암모늄 

이온으로 존재하는 pH 72-7.8 범위에서 최대의 

감응을 나나내었다. 그러나 pH 7.2 이하에서는 바 

탕선의 기전력이 높아지므로 피이크 기전력의 값은 

낮아졌다.

또한 recipient의 농도가 지시전극의 감응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Tris-HCl 완충용액의 

pH를 7.6으로 고정하고, 그 농도를 0.005A/에서 0.05 
M까지 변화시키면서 L0X10-6~ 1.0X10-2M의 염 

화암모늄 표준용액에 대한 이온 선택성 전극의 감 

응특성을 조사하여 Table 1에 타나내었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완충용액의 

농도가 0.0LM보다 커지면 직선감웅 범위는 좁아졌 

乳 반응기울기도 차츰 작아졌다. 따라서 이하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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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Fig. 8. The pH dependence of the recipient stream 
for 10-3Af ammonium chloride solution, condition : 
recipient; 0.01 Af Tris-HCl(pH 7.6), diluent; 0.05 Af 
NaOH, recipient flow rate; 1.4 mZ/min, air flow rate;
1.4 mZ/mint diluent flow rate; 2.5 mZ/min, sample flow 
rate; 1.0 mZ/min, sample to wash ratio; 1: 2.

Table 1. The effect of concentration of recipient on 
potentiometric response for the continuous automated 
determination of ammonium ion

Concentratior 
of recipient 
(Tris-HCl)

i Linear 
range (A/)

Detection 
limit(M)

Slope 
(mV/decade)

0.005 M 7.0X10-6-
6.0X10-3

3.7X10-6 66.5

0.01 Af 6.0X10" 
一LOX IO"

2.4X10"6 58.6

0.02 Af i.o\io-5~ 
i.oxio-2

4.0X10-6 58.0

0.03 Af 3.5X10-5-
i.oxio-2

5.2 X10-6 57.7

0.05 Af 7.5X10-5 〜
i.oxio-2

6.5X10-6 57.2

실험에서는 직선감응 범위가 가장 넓고 검출한계가 

낮으며, 감응기울기가 59mV/decade에 가장 가까운 

0.01 M Tris-HCl- 완충용액 (pH 7.6) 을 recipient로 

택하였다.

Diluent의 선택. 시료 속의 암모늄 이온을 암모 

니아로 바꾸는 구실을 하는 diluent는 암모니아로의 

전환효율이 큰 NaOH 용액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 

다用30. 본 실험에서는 diluent로서 탄산염 완충용액 

(pH 11.1)과 NaOH 용액을 썼을 때, 이온 선택성

Table 2. The effect of diluent species on potentiomet
ric response for the continuous automated determi
nation of ammonium ion

Diluent
Linear 

range (Af)
Detection 
limit (M)

Slope 
(mV/ 

decade)

0.02 Af bicarbonate 1.2 X10-5^
5.0X10-*buffer, pH 11.1 1.5 X10"3 56.0

0.005 Af NaOH, LOX此〜
4.5X10-®pH 11.9 2.5X10-3 56.8

0.01 M NaOH, 8.0X10-& 〜 3.7X10-6
pH 12.1 1.0X10-2 575

0.02 M NaOH, 7.8X10-6 〜 3.5X10-6
pH 12.3 1.0X10-2 57.5

0.03 M NaOH, 6.5 X10-6- 3.OX102
pH 12.4 1.5X10-2 58.2

0.05-0.06 Af 6.0X10-6 〜
2.4X10-6

NaOH LOX 10" 58.6

전극의 감웅특성을 조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iluent의 pH가 

커질수록 직선감응 범위와 감응기울기 및 검출한계 

곧 감웅특성이 좋아졌다. 그러나 NaOH 용액의 농 

도가 낮아지면, 고농도의 직선감응 범위가 좁아졌다. 

또 NaOH 용액이 0.06M 이상일 때에는 시약 자체에 

공존하는 암모니아의 영향이 나타나므로 바탕선 기 

전력이 높아지고 감응특성도 나빠졌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감응특성이 가장 좋은 0.05Af NaOH 
용액을 diluent로 택하였다. 또 Lee 등33도 본 실험 

에서 이용한 것과 같은 연속•자동화 장치를 쓸 때, 

NaOH 용액이 가장 좋은 diluent라고 하였다.

각 stream의 유속. 연속•자동화 장치에서는 시 

료용액이 기체투석기를 통과하는 사이에 암모니아가 

recipient stream으로 투석되어 들어가서 암모늄 

이온으로 바뀐다34. 따라서 시료, diluent, recipient 
등의 각 유속은 전극의 감응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시료 stream의 유속이 전극의 감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속을 0.6~1.6m〃min으로 변화 

시켜 가면서 감옹특성을 조사하여 Table 3에 나타 

내었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료 stream의 

유속이 0.6m〃min일 때에는 1.0m〃min일 때보다도 

감응특성이 좋지 않았다. 이것은 시료의 양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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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 of flow rate of sample on poten
tiometric response for the continuous automated de
termination of ammonium ion

Flow rate 
(m//min)

Linear 
range (W)

Detection 
limit QU)

Slope 
(mV/decade)

0.6 9.0X102〜
1.0 X10"2

4.5X10-6 58.0

1.0 6.0X10-6-
LOX IS?

2.4X10M 58.6

1.4 6.0X10-6-
i.oxio-2

2.4X10-6 58.6

1.6 7.0X10"
1.0 X 10~2

2.5X10-6 58.6

적어서 최대의 기전력에 도달하기도（감응시간 약1 
분） 전에 전극계를 지나가 버리고 또 씻는 액의 

양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바탕선으로의 복귀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료 stream의 

유속이 1.0m〃min 이상일 때에는 전극계의 감응특 

성에 거의 영향이 없으므로 시료의 양과 diluent 및 

recipient의 유속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료 st- 
ream의 유속을 1.0m〃min으로 정하였다. 이때 di
luent stream의 유속은 2.5m〃min으로 고정하였다.

시료와 diluent의 혼합 stream에 대한 recipient 
stream의 유속비도 전극의 감응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료 stream과 diluent stream의 유속을 각 

각 1.0 m〃min 와-2.5 m〃min 으로 고정하고 recipient 
stream의 유속을」.0~2.0m〃min으로 변화시켰을 

때, 전극의 감응특성을 조사하여 Table 4에 나타내 

었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recipient st- 
ream의 유속이 1.4m〃min일 때에 가장 좋은 감응 

특성을 나타내었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recipient st- 
ream의 유속을 1.4m〃min으로 정하였다. 이 값은 

Lee 등33과 Meyerhoff 등꺼이 쓴 연속 • 자동화 장 

치계에서 기체투석기 一속으로 지나가는 시료와 di- 
luent 의 혼합 stream 대 recipient stream 의 유속 

비가 2.4:1일 때에 감응특성이 가장 좋다고 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시료용액 대 씻는 액의 부피비. 연속흐름 측정 

법에서는 장치에 채취되는 각 시료 사이에 씻는 액을 

흘려주어야 반복성이 좋은 피이크 기전력을 얻을 수 

Tabled The effect of flow rate of recipient on poten
tiometric response for the continuous automated de
termination of ammonium ion

Table 5. The effect of sample to wash ratio on the 
continuous automated determination of urea

Flow rate (m// min) Linear Detection 
limit (M)

Slope
(mV/ 

decade)
sample : diluent: 

recipient
range (M)

1.0 2.5： 20 1.2X10'5-
5.0X10-3

52 X ML 562

1.0 : 2.5 :1.6 1.0X10-5 〜
7.0X10-3

4.8X10-6 58.0

1.0 : 2.5 :1.4 6.0X10-6-
1.0X10-2

2.4 X 1(厂6 58.6

1.0 : 2.5 :1.0 7.5X102 〜
1.0X10-2

3.2X10-6 57.8

*n/hr means numbers of sample which can be treated 
per hour, condition : urea; 10-3A/.

Sample to 
wash “tio

Return to 
base line 

(%)

Sampling 
rate 

(n/hr)*

Repeatability 
(mV)

1：1 10 30 .158.6± 3.0
1：2 63 20 161.5± 0.3
1：3 75 15 161.5± 0.3

있다队35 특히 packed-bed관 형태의 효소반응기를 

쓰는 본 장치에서도 충분한 양의 씻는 액을 넣어서 

바로 앞의 시료용액올 씻어버려야 한다. 본 실험에 

서는 시료용액 대 씻는 액의 최적 부피비를 구하기 

위하여, 그 부피비를 1::3으로 바꾸어 가면서 

각 부피비에 따른 피이크 기전력의 복귀 백분율과 

반복성을 조사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0X10-3M의 

요소용액에 있어서 피이크 기전력은 부피비가 1： 1 
일 때에 바탕선으로의 복귀 백분율이 10%에 불과 

하였다. 또 부피비가 1:2일 때에는 63%로써 1: 3일 

때의 75%보다 작지만, 전극의 감응특성과 반복성이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2일 때,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시료의 수가 20개로서 15 
개보다 많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부피비를 1：2로 

정하였다.

효소반옹기의 전환백분율에 미치는 pH의 영향. 

가용성 호소는 특정한 pH에서 최대의 활동도를 나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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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pH on the activity of urease immobi
lized on nylon-6 beads. 0-0 : Tris-HCl buffer; 0.01 
M, ♦-• : phosphate buffer; 0.01 M, condition : urea; 
10W.

타낸다，. 그러나，효소를 어떤 지지체에 고정화시키 

면, 그 지지체의 성질에 따라서 효소의 형태(confor
mation) 가 변하므로 가용성 효소와는 다른 환경에 

있게 된다. 따라서 최적 pH는 이동하게 되며, 보다 

넓은 pH 범위에서 최대의 활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心. 효소의 지지체로서 nylon-6입자를 

쓴 본 실험에서 시료용액의 조성과 pH가 효소반응 

기의 전환백분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 

하여 보았다. 곧 0.01 M 인산염 완충용액 (pH 6.5〜 
8.0) 과 0.01 Af Tris-HCl 완충용액 (pH 6.8〜 9.0) 을 

써서 1.0X10-3M의 요소 표준용액의 pH를 바꿀 

때에 기전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측정하여 尸运. 9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Tris-HCl 
완충용액은 pH 7.0-7.8, 인산염 완충용액은 pH 
6.9〜7.5 범위에서 최대의 기전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urease용액을 쓸 때에 최대의 활동도를 나 

타내는 pH가 Tris-HCl 완충용액에서는 pH 7.0, 인 

산염 완충용액에서는 pH 7.3이라고 한 결과&와 비 

교하여 보면, 본 urease 반응기가 보다 넓은 pH 범 

위에서 효소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 Johanson 등“ 

은 다공성 유리구슬 지지체를 쓴 효소반웅기에서 

효소반응의 최적조건이 02M Tris-HCl 완충용액 

(pH 7.0) 이라고 흐)였고, Mascini 등跄은 nylon^6그 

물에 고정화시킨 효소막과 암모니아기체 감응전극 

으로 이루어져 있는 효소전극의 최적조건이 0.1M 
Tris-HCl 완충용액 (pH 8.3) 이라고 하였다. 또한 Be
gum 등^은 nylon-6부스러기에 효소를 고정화시킨 

막과 유리전극(H+감응)으로 이루어져 있는 효소전 

극은 0.1M Tris-HCl 완충용액(pH 7.0)에서 최대의 

기전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효소전극을 

이루고 있는 내부기준전극의 종류에 따라서도 가장 

성능 좋게 감응하는 pH가 정해져 있고, 이 pH는 

효소반응기가 최대의 활동도를 나타내는 pH와 다 

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속 • 자동화 장치는 

이들 pH를 각각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 

(보기 :용액의 pH를 어떤 하나의 특정한 값으로 

정하는 batch법2饷과 특정한 pH에서 효소반응기로 

써 기질을 분해시키고 NaOH 알카리성 용액에서 

시판하는 암모니아기체 감응막전극(내장 유리전극) 

으로써 검출하는 방법”보다도 감응특성이 개선되는 

이점이 있으며, 이 점이 바로 본 논문의 특칭이라고 

할 수 있다.

효소반응기의 열에 대한 안정성. 단백질의 일종 

인 효소의 활동도는 온도를 올리면 커지지만, 어떤 

온도 이상에서는 효소의 변질속도가 빠르게 되므로 

그 활동도와 온도 사이의 관계는 종 모양의 곡선이 

된다，. 그러나 고정화시킨 효소는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용액상태의 효소보다도 변질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보다 오래 동안 쓸 수 있다. nylon- 

6입자에 urease를 glutaraldehyde로서 공유결합시 

켜서 만든 urease 반응기의 열(온도 25~52fc 범위) 

에 대한 안정성을 조사하여 Fig. 10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각 온도에서 20분 동안 방치하였을 때의 

활동도를 100%로 두고 방치시간에 따른 활동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바와 같이 251와 

35t：에서는 3시간 이상 쓰더라도 상대적 인 활동도가 

비슷하였으나, 또 35t 이상의 온도에서는 방치시 

간에 따른 상대활동도의 감소비율이 컸다. 따라서 

이하의 실험에서는 효소반응기의 온도를 25也로 고 

정하였다.

효소반응기의 수명.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정화시킨 효소는 용액상태의 효소보다도 일반적 

으로 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고정화시킨 

효소도 고정화 방법에 따라서 그 수명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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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rmal stability of the urease reactor at 
(A) 25t, (B) 35t, (C) 40t, (D) 46t and (E) 53fc. 
condition : urea; IO-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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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ypical calibration curves for the automated 
determination of (A) ammonium ion, (B) urea, condi
tion :recipient; 0.01 Af Tris-HCl(pH 7.6), diluent; 0.05 
M NaOH, recipient flow rate; 1.4 mZ/min, air flow 
rate; 1.4 m//min, diluent flow rate; 2.5 m//min, sample 
flow rate; 1.0 mZ/min, sample to wash ratio;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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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Long-term stability of the urease reactor, con
dition :urea; 10~3M

곧 Guilbault37는 효소용액, 물리적 방법으로 고정화 

시킨 효소, 화학적우로 결합시킨 효소의 순으로 안 

정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Urease 반응기의 수명을 

조사하기 위하여 최적 실험조건에서 1.0X10-3M의 

요소용액에 대한 전지의 기전력을 주기적으로 측정 

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urease 반 

응기는 제 작한 다음, 약 5개월 동안은 거의 활동도의 

변화가 없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고정화시킨 

urease막의 수명을 살펴보면, polyacrylamide gel에 

효소가 capture된 막에서는 그 수명이 2~3주37이 

었고 Begum 등同은 nyion-6부스르기에 화학적으로 

고정화시킨 효소막의 수명은 3개월 정도라고 하였다. 

Sundaram 등卩은 nylon-6관의 내면에 화학적으로 

고정화시킨 호소반응기는 4개월 동안 활동도의 변 

화가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이들의 결과와 본 실험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저자들이 만든 효소반웅기의 

수명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urease는 

다른 효소보다도 안정한•것으로 알려져 있고 물리 

적으로 고정화시킨 효소막은 쓰는 동안에 효소가 

유출되어 버리므로 화학적으로 고정화시킨 것이 가 

장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효소반응기의 전환백분율. 생체 관련물질의 정량 

에 효소반응기를 쓰면, 효소전극을 쓸 때보다도 감 

응특성이 좋다38. 이것은 기질이 효소막을 통하여 

확산하여 들어갈 때 보다도 기질을 효소반응기에 

통과시킬 때에 기질이 효소와 접촉하는 회수가 많기 

때문이다. 효소반웅기가 나타내는 기질의 전환백분 

율을 구하기 위하여 연속 • 자동화 장치의 최적 실 

험조건에서 1(广6—：1()-2心의 암모늄 이온 표준용액 

과 요소 표준용액에 대하여 기전력을 측정하여 Fig. 
12에 함께 나타내었다. 또 이 그림으로부터 각 시 

료에 대한 감응특성을 구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요소의 

농도가 2.4 X10-3 M 이상이 되면, 효소의 활동도 

능력을 •초과하므로 직선으로부터 벗어난다. 또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urease 반응기를 

쓸 때에 요소의 전환백분율은 80.8%, 검출한계는 1.5 
■이었다. 요소 정량용의 효소전극을 이용한 

결과 72L2937와 이상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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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ponse characteristics on the continuous automates determination of ammonium and urea

Substrate Detection limit 
(M)

Linear range 
(M)

Slope 
(mV/decade)

Conversion 
(%)

NH4 + 2.4XKL 6.0X10-6〜LOX IB 58.6 —
Urea 1.5 XIO'6 5.5X10-6~2.4X10-3 57.8 80.8

Table 7. Precision test of potentiometric response for 
the continuous automated determination of ammo
nium ion and urea

Concentration (A/)-
AE (mV)*

NH4CI Urea

LOXIO-5 32.0± 0.3 46.0士 0.4
5.0X10"5 73.2± 0.2 86.5士 0.3
1.0X10-4 90.5± 0.1 103.0± 0.2
5.0 X10-" 131.4± 02 144.5± 0.5
LOX 10-3 149.6± 0.1 161.5± 0.3

•Average peak height± standard deviation of six de
terminations.

Table 8. Accuracy test of potentiometric response for 
the continuous automated detennination of urea

Urea (A/) Recovery 
(%)

ReL error
(%)Added Found

1.0XW5 1.002x10-5 100.2 +0.2
5.0X10-5 5.035X10 5 100.7 + 0.7
1.0X10-4 9.710X10-5 97.1 -2.9
5.0X10-4 5.070X10 4 101.4 + 1.4
1.0X1Q-3 9.800 X10~4 98.0 -2.0
2.0X10-3 2.010X10-3 100.5 + 0.5

average 99.6± 1.7 -0.4

험의 결과가 전환백분율이 보다 높고 감응특성도 

우수하였다. 그리고 다공성 유리구슬에 고정화시킨 

urease 반응기“보다도 전환백분율은 더 작았지만, 

검출한계는 더 좋았다. 이것은 본 실험에 쓴 검출 

전극의 감응특성이 보다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밀도 및 철확도. 연속 • 자동화 장치로써 암모 

늄 이온과 요조를 정량할 때의 정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1.0X10-5~1.0X10-3Af 범위의 염화암모늄 

용액과 요소용액에 대한 피이크 기전력을 6회씩 

측정하여 그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암모늄 이온 

표준용액에 대한 기전력의 표준편차는 ±02 mV 
정도로서 반복성이 매우 좋았다. 또 요소 표준용액에 

대한 표준편차는 ±0.5 mV 이하로서 반복성이 다소 

떨어졌다. 그러나 이 결과는 Llenado 등%이 urease 
용액을 써서 요소를 연속흐름법으로 측정할 때의 

표준편차 ±0.8 mV, Adams 등39이 다공성 유리구 

술에 고정화시킨 urease 반응기를 써서 연속흐름 

전기량법으로 구한 표준편차 ±0.5 mV 등과 비교 

하여 보면, 본 연속 • 자동화 장치가 다소 정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속 • 자동화 장치를 써서 

요소를 정랑할 때의 정확도를 구하기 위하여 1.0X 

10-5~2.0X10-3M 범위의 요소 표준용액에 대한 

피이크 기전력을 구하고 검정곡선법으로 구한 요 

소의 양과 처음에 넣은 요소의 양을 비교하여 Table 
8에 나타내었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평균 회수율은 

99.6%이었다. 연속흐름 전기량법으로서 요소를 정 

량한 Adams 등39의 회수율 102%와 비교하여 보면, 

본 방법이 보다 정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속•자동화법에 있어서는 측정이 자동화되어 있 

으므로 측정 조작에 따른 우발오차나 개인오차도 

최소화되어 있다.

반응기 효소의 반응속도 파라미터 효소의 반응 

속도 파라미터인 최대반응속도(V„y) 와 Michaelis- 
Menten상수(K») 를 Laidler 등의 방법"에 따라서 

구하였다. 곧 효소반웅기의 Vgx은 시료의 부피 유속 

(0.972 m〃min), 효소의 활동도가 최대로 되는 기 

질의 농도(2.4X10-3M) 및 전환백분율 (80.8%)로 

부터 구하였고 그 값은 L89 |imole/min이 었다. 또한 

효소와 기질의 친화력을 나타내는 상수인 K”은 반 

응기 효소에 대한 Lineweaver-Burk식'°의 기울기와 

절편으로부터 구하였으며, 그 값은 3.79X10-3“이 

었다.

Sundaram 등"은 nyion-6관의 내면에 고정화시킨 

urease 반웅기의 K”이 1.7><10-勺断 Adams 등3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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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유리구슬에 고정화시킨 urease 반응기의 

K，，,이 4.3><10-成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본 urease 

반응기의 K”값이 이들 값 보다도 작으므로 효소반 

응기의 urease와 urea의 친화력이 큼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1989년도 학술연구 

조성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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