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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K 이온 센서로서 크라운 에테르 B15C5와 DB18C6를 중성운반체로 한 PVC 액체막 이온 선택성 

전극을 제작하였다. 막용매로는 DOA, NPPE 및 NPOE를 사용하였으며 친유성 염, KTC1PB의 농도를 변 

화시킨 여러가지 조성의 막을. 시험하였다. B15C5와 DB18C6 막 전극의 감응전위는 농도범위, lO^-lO 5 
M에서 직선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기울기는 전극에 따라서 40〜55mV/decade였다. 선택계수는 분리용액 

법으로 결정하였으며 알칼리금속 이온, 알칼리토금속 이온 및 일부 전이금속 이온에 대하여 좋은 선택성을 

나타냈다. 제작된 액체막 전극은 pH>3에서 안정한 감응전위를 보였다.

ABSTRACT. Poly(vinyl chloride)(PVC) membrane electrodes based on the lipophilic neutral carrier, 

dibenzo-18-crown-6(DB18C6) and benzo-15-crown-5 (B15C5) as the active sensors for Tl* ion have been 

prepared and tested in different content of the potassium tetrakis (4-chlorophenyl) borate (KTC1PB) 

as lipophilic salt. Dioctyl adipate (DOA), 2-nitrophenyl phenyl ether (NPPE) and o-nitrophenyl actyl ether 

(NPOE) were used as plasticizing solvent mediators. Electrodes exhibited good linear responses of 40~55 
mV decade-1 for Tl+ ion within the concentration ranges 10-1~10 T1NO3. Selectivity coefficients 

of interfering ions (alkali metal, alkaline earth metal and some transition metal ions) for T1+-ISE were 

determined by separate solution method and were sufficiently small for most of them. These crown 

ether type ion-selective electrodes are suitable for use with aqueous solution at pH >3.

서 론

중성운반체를 PVC 액체막에 이용하는 이온 선 

택성 막 전극은 사용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다양한 

응용성이 있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J Stefa- 

nac과 Simon?은 천연산 항생물질인 발리노마이신을 

중성운반체로 사용하여 칼륨 이온 선택성 전극을 

만들어서 다른 알칼리금속 이온, 특히 나트륨 이온에 

대하여 우수한 선택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Pederser?은 천연산 항생물질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크라운에테르 화합물들을 합성하여 이들 화합물이 

알칼리금속 이온과 착물을 형성하며 특히 크라운에 

테르의 '내부 동공의 크기와 이온 크기의 상대적인 

비에 따라 선택적으로 착물을 형성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특이성이 보고된 후 이들 크라운 화합물은 

발리노마이신, 논액틴과 같은 항생물질의 모델화합 

물로서 사용되어 이 분야의 연구，가 급증하였으며, 

실제 액체막 전극에 활용되어 경제적으로 값싼 전 

극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산소 주개원자를 포함하는 크라운에테르를 

중성운반체로 이용한 이온 선택성 전극은 대부분 

알칼리금속 이온과 알칼리토금속 이온에 대하여 주 

로 연구되어 왔으며 전이금속 이온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다.

탈륨과 탈륨화합물의 인체에 대한 치사량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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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으며 피부의 접촉에 의해서나 음식물의 섭취로 

몸에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탈륨의 농도를 측정하는 

간단한 분석적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상품 

화된 탈륨이온 선택 전극은 없다. 탈륨이온은 크기가 

칼륨이온과 비슷하며 산소 고리의 크라운에테르가 

다른 전이금속 이온에 대해 착물형성이 어려운 반면, 

탈륨이온과는 안정한 착물을 형성한다는 보고가 있 

어5 탈륨이온 선택전극에 좋은 운반체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리내 주개원자가 산소원자로 구 

성된 DB18C6와 B15C5를 중성운반체로 하고 막용 

매로는 dioctyl adipate(DOA), 2-nitrophenyl phenyl 

ether(NPPE) 및 o-nitrophenyl octyl ether(NPOE) 

를 친유성염으로는 potassium tetrakis(4-chlorophe- 

nyl) borate(KTClBP)를 사용하여 Tl+ 이온 선택 

전극을 만들었다. 방해이온인 알칼리금속 이온(Na+, 

K+), 알칼리토금속 이온(Mg2*, Ca2+, Sr")과 일부 

전이금속.이온(Agt*Pb2+, Cd2+, Cu2+, Co2+, Ni2+ 

및 Zn2+)에 대한「Tir 이온이 선택성을 조사하였다. 

막의 선택성을 높이는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하여 

친유성 음이온의 농도를 변화시켜 중성운반체에 대 

한 몰비 10〜65%의 조성을 갖는 막 전극을 제작하여 

직선을 나타내는 농도범위와 이론적인 네른스트 기 

울기값, 선택계수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산소고리를 

갖는 크라운에테르를 중성운반체로 하여 제작된 막 

에 대한 양성자 첨가반웅을 조사하기 위하여 pH 

변화에 따른 액체막 전위의 안정성을 연구하였다.

실 험

시 약. 중성운반체로 사용한 B15C5와 DB18C6 

는 Merck 제품을 사용하였다. 막용매 인 DOA는 Pf- 

latz, NPPE는 Eastman Kodak, NPOE Fluka 제품 

을, 친유성 염인 KTC1PB는 Lancaster 제품을 사용 

하였다. 지지 제로 사용한 PVC는 Aldrich의 secon

dary standard를 사용하였다.

전위차 적정에 사용한 전해질 용액은 고순도의 

분석용 금속 질산염(Aldrich, GR급)을 진공오븐에서 

여러 날 맡린 후 이온교환기 (Aquarius GS-100) 를 

통과한 탈이온수에 녹여서 준비하였다. PVC 용제로 

사용한 商트라하이드로퓨란은 질소기 류하에서 나트 

륨 금속을 넣고' 환류시킨 후 증류하여 정제하였다. 

PVC 튜브는 Tygon 제품을 사용하였다.

PVC 액 체 막 전극의 제작 액 체 막은 Thomas 등 

의 방법을 이용하여 성형시켰다. 중성운반체(DB18C 

6, B15C5) 8.5-14.2 mg, PVC 가루 84.1-179.8 mg, 

막용매(DOA, NPPE 및 NPOE) 170.1-350.8 mg, 

친유성염(KTC1PB) 2.6~18.4mg(7况屁 1)을 테트라 

하이드류퓨란에 넣어 녹인 후 유리관(높이 30 mm, 

지름 32mm, 유리판 위에 부착)에 용액을 붓고 거 

름종이를 얹어 용매를 완전히 증발시켜 말랑말랑한 

액체막 필름을 얻었다. 막은 내부가 투명하고 상태가 

좋은 것을 분리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액체막 전극의 제작은 PVC관(Tygon, 길이 30 

mm, 직경 6mm)에 준비된 막을 접착제로 붙여 막 

튜브를 만든 다음, 측정 할 전해 질 용액(0.2M TINO) 

에 담구어 24시간 동안 흡수시킨 후, 탈이온수로 

씻어 막의 반응조건을 맞추고, 은-염화은선을 내부 

용액에 담구고 외부의 구리선과 연결하였다. 은-염 

화은 선은 먼저 은선을 스프링 모양으로 감고 3M 

질산용액에 세척한 후, 탈이온수로 다시 씻은 뒤 Qi

Table 1. Composition of PVC membranes and response characteristics of various types of Tl-ISEs

Electrode 
type

Membrane mass composition/mg Slopes 
(mV/decade)

Linear region 
(M)Plasticizer PVC Neutral carrier KTC1BP

1 DOA (186.2) 84.1 B15C5 (14.2) — 51.5 10 '-IO 4

2 DOA (183.2) 84.1 B15C5 (14.1) 2.84 54.0 ]0T~10_4

3 DOA (170.6) 84.1 B15C5 (14.0) 14.2 55.5 lO'-W5

4 DOA (169.9) 84.3 B15C5 (14.0) 18.4 52.9 lO^lO"4

5 DOA (170.1) 84.1 DB18C6 (14.2) 14.1 48.5 10^~10"4

6 NPPE (350.8) 179.8 B15C5 ( 8.5) 2.55 48.3 10~2~10b

7 NPOE (184.6) 84.6 B15C5 (14.0) 14.3 48.2 5

8 NPOE (181.4) 84.6 DB18C6 (14.0) 13.9 40.0 lO'-l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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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KC1 수용액에서 약 30분 동안 5〜10 mA의 전 

류를 흘려 서서히 은선에 염화은을 석출시켰다.

막 전극의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측정에 사용된 

전극계는 다음과 같다.

Ag/AgCl 10.2 肱내 부용액 11 액체 막 I 丨 시료용액 10.2 M 

NHiNQIAg/AgCl

측정용액 50m/를 비이커에 넣고 일정온도(25°C, 

Thermomix 1460 B. Braun)에서 기준전극(이중 액 

간 접촉되어진 Ag/AgCl 전극)과 제작한 막 전극인 

지시전극을 용액에 담가서 시료용액의 전극전위를 

측정(Orion 720A pH/ISE meter)하였다. 용액이 효 

과적으로 평형에 도달하도록 자석교반기로 일정하게 

저어주었으며, 감응전위는 기록계 (Unicorder U-228, 

Jpn.)를 이용하여 용액이 평형에 도달한 후 측정했다.

선택계수의 계산. 선택 계수의 계산은 Nicolsky- 

Eisenman 식‘을 이용하여 10 2 M 수용액에서 분리 

용액법으로 계산하였다.

,,M (ElE2)F 1/z
lo 站 lm= ，, -logaM+2+logaTi-

여기서 R은 기체상수, a는 이온 활동도, 丁는 절대 

온도, z은 방해 이온의 전하, F는 파라데 이 상수, &는 

의 T1NO3 용액의 전극 전위, 는 의 

방해이온 질산화물 용액의 전극전위이다. 활동도 

계수는 Debye-Hiickel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Kiel

land^ 값籍 인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크라온에테르를 중성운반체로 하는 이온 선택성 

막 전극의 전기화학적 선택성은 막 내부의 중성운 

반체와 센서 이온이 형성하는 착물의 성질과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크라운에테르의 금속이온과의 착물 

형성의 특성은 크라운에테르 동공의 크기와 금속이 

온의 상대적인 비가 비슷할 때 가장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 Tl+ 이온은 이온 

반경(，=1.49A)이 K* 이온(r=L44A), Ag+ 이온(r 

= 1.27冒)과 비슷하고% 화학적 성질이 알칼리금속 

이온과 유사해서 생물학적계에서 칼륨이온과 비교 

되어 발리노마이신, 논액틴과 같은 천연산 항생물 

질과 착물형 성 반응 등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고리형 항생물질의 모델화합물로 사용되는 크라운 

에테르는 고리 동공의 크기(15-crown-5 ： ?=0.85~ 

1.1 A, 18-crown-6 : r= 1.3—1.6 A)11 탈륨에 적 합하여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작된 여러가지 막의 조성과 내부용액을 10-2M 

T1NO3로 했을 경우 검정곡선이 직선을 나타내는 

농도범위와 최대 기울기를 Table 1에 요약하였다. 

Table 1에서 보면 B15C5를 중성운반체로 하는 

PVC/DOA 액체 막(electrode 3)의 감응전위는 농도 

범위 10-'〜1(广叮讨에서 직선으로 나타나며 네른스 

트 기울기는 55.5 mV/decade였으나, 같은 조건에서 

DB18C6를 중성운반체로 하는 막(electrode 5)의 

감응전위는 농도범위 10T〜 10TM에서 직선으로 

나타났으며 최대기울기는 48.5 mV/decade로 감소를 

보였다. 또한 막 용매를 NPOE로 하였을 때 B15C5 

를 중성운반체로 한 막(electrode 7)의 감응전위는 

T1NO3 농도범위 107~10-5心에서 직선으로 나타 

나며 네른스트 기울기는 48.5 mV/decade였으나 DB 

18C6를 중성운반체로 한 막(electrode 8)의 감응전 

위는 T1NO3 농도범위 10一1~1(厂5山에서 직선으로 

나타나며 네른스트 기 울기는 40.2 mV/decade로 역 

시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네른스트의 이론적인 기울기에서 벗 

어나는 것은 음이온의 전극감응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Bole과 Buck의 이론12에 의하면 25°C에서 감 

응전위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다.

기울기 (mV) = E(I7T1C = 协)/(［基 + UM/n

여기서 Unc와 Ux는 막에서 TlC+(Tr 이온과 크라 

운에테르의 착이온)와 XINO。의 이동도이고 "은 

전하이다. Unc》Ux 또는 Ux = 0의 경우에 막 감응 

전위는 이론적인 네른스트 기울기를 갖는다. 그러나, 

1) 막 내부에서 강한 착물의 형성으로 착이온의 농 

도가 증가하면 음이온의 감응이 생기게 되고 결과 

적으로 양이온의 전극감응이 감소되며, 2) NO「 

이온이 T1+-NO3 이온쌍을 형성하여 막에 침투하면 

T1+ 이온의 평균 이동도는 감소하거나 NQ「의 평균 

이동도가 중가하여 검정곡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따라서 DB18C6를 사용한 막에 서 네른스트 기울기 가 

B15C5를 사용한 막에서 보다 감소하는 것은 Tl +

Vol. 37, No. 8,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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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MF
(mV)

Table 2. Selectivity coefficients (碑:m) f°r type 6, 7 
and 8 of Tl+-ISEs

k싸 m (separate solution method)
M2* --------------:-----------------------------------------------------

Electrode 6 Electrode 7 Electrode 8

Fig. 1. Effect of KTC1PB (mole% relative to the car
rier concentration) on the potential responses for type 
1-4 of Tl+-ISEs. type 1 (®), type 2 (♦), type 3 (◊) 
and typ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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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3.1X10-】 6.9X101

2.0X10"5 1.4X10'5 1.8X102
1.4X10-4 7.2 X10~5 1.4X104
1.7X10-3 2.2X10-3 2.8X10 4
4.7 X10'5 4.4 X IO5 2.6X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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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이 B15C5보다 DB18C6와 강한 착물을 형성하 

며, [T1-B15C5]+ 착이온보다 분자량이 큰 [T1-DB18 

C6]+ 착이온의 낮은 이동도 때문으로 생각된다. 

음이온 효과를 보다 상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막에 

친유성 음이온의 염, KTC1PB를 중성운반체 농도에 

대한 mole% 비로서 친유성염을 넣지 않은 막(elect

rode 1), 10% 넣은 막(electrode 2), 50% 넣은 막 

(electrode 3), 65% 넣은 막(electrode 4) 등을 제 

작하여 각 막에 대한 T1+-ISE의 검정곡선을 비교 

하여 /禎.1 에 보였다. 친유성 염을 넣은 막의 T1+- 

ISE 감응전위는 넣지 않은 막에 비해 직선의 농도 

범위는 10T~10TAf에서 1(厂|~10「5M으로 개선 

되었고, 넣지 않은 막에 비해 직선의 농도범위는 

에서 10-'〜10「5肱으로 개선되었고 

기울기는 52 mV에서 55 mV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막에서 TPB 이온이 NO3- 이온을 치환하여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TPB- 이온의 이동도가 감 

소하여 감응전위의 기울기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감응전위가 친유성염을 넣은 경우 수초내에 

안정하였는더】, 이는 막에 친유성염을 첨가하면 막의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여 전극의 감도가 증가한다고

Fig. 2. Selectivity coefficients (log硝;m) for type 6, 
7 and 8 of Tl*-ISEs based on neutral carrier, B15C5 
and DB18C6 and with lipophilic salts, KTC1BP.

보고한 Simon 등*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KTC1PB 의 mole%가 중성운반체 농도의 65%인 막 

전극(electrode 4)에서는 음이온(TPB-) 농도의 과 

다로 오히려 네른스트 기울기는 52.9mV/decade로 

감소하였다.

Table 2와 Fig. 2는 탈륨 전극(electrode 6~8)의 

다른 방해이온에 대한 선택계수를 보였다. Ag+ 이 

온과 Pb2+ 이온은 약간의 방해효과가 있으나 다른 

+ 2가의 전이금속 이온과 알칼리토금속 이온은 거의 

방해효과가 없었다. 특히 크라운에테르와 착물을 

아주 잘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Na+, K+ 이온에 

대하여 오히려 좋은 선택성을 보였다. B15C5/N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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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ectivity coefficients (端 m)我 type 1, 2, 3, 4 and 5 of TI+-ISEs

Electrode type -
縄 m (separate solution method)

Na+ Pb小 Cu2+ Ni2+ Cd2+

1 8.7X1OT L4X10 2 8.6X10-3 3.7X10-3 3.3X10-3
2 l.oxio-1 8.5X10-4 2.3X10T 1.2 XW4 1.9X10-4
3 7.6X10-2 3.2X10"4 1.3X10-4 7.6X10-5 1.3X10-4
4 1.3 X101 I.IXIO^2 3.4X10-3 4.0X10-3 2.0X10"3
5 1.8 X10-1 5.9XW3 3.1X10-4 2.6X10T 2.1X10-4

Fig. 4. Effect of pH on the potential responses of 
B15C5/NPOE membrane electrode (type 6) for diffe
rent T1NO3 concentrations. HC1 and KOH used to 
change the pH value.

Fig. 3. Effect of KTC1PB (mole% relative to the car
rier concentration) on the selectivity coefficients (log- 
舗 m)必 Tl+-ISEs. Na+ (匸I), Pb2+ (■), Cu2* (△), Ni2+ 
(OX Cd2+ (A).

(electrode 6) 막에서 Tl+ 이온의 다른 방해이온에 

대한 선택계수는 Ag+ 이온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낮은 값을 보였으며, B15C5/NPOE(electrode 7) 막 

에서는 Ag+ 이온과 Pb2+ 이온에서 약간의 방해효 

과가 있으나, 다른 방해이온들에 대한 선택성은 앞 

에서 설명된 B15C5/NPPE(electrode 6) 막에 비해서 

증가함을 보였다. DB18C6/NPOE(electrode 8) 막 

에서는 Ag+ 이온과 K+ 이온의 선택성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액체막의 특성으로 설명되는데 중 

성운반체를 이용하는 막전극의 선택계수는 양이온이 

수용액층에서 액체막층으로 침투할 때 수용액층과 

액체막층 사이의 분배계수와 액체막층에 있는 중성 

운반체와 양이온이 이루는 착물의 안정도상수에 지 

배되며 이때 센서이온과 다른 방해이온의 상호 경 

쟁반응에 의해 선택성이 결정된다. DB18C6는 고리 

의 크기가 B15C5에 비하여 TP 이온에 알맞고 크 

기가 비슷한 Ag+와 K* 이온에 대하여 비슷한 선 

택성을 가짐으로서 크게 방해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B15C5/DOA계에 친유성염 KTC1PB의 농도를 변 

화시켜 성형시킨 막 전극(electrode 1-4)의 T1* 이 

온에 대한 다른 방해이온(NaL Pb2+, Cu2+, Ni2* 

및 Cd")의 선택계수를 Table 3과 F讶. 3에 보였다. 

탈륨 이온에 대한 다른 방해이온의 선택계수는 DB 

18C6와 B15C5 두 리간드 모두에서 다음 순서로 

감소하였다. Na+<Pb2+<Cu2+<Ni2+<Cd2+. 또한 

KTC1PB의 농도의 중성운반체 농도에 대한 mole% 

비가 50%인 막 전극(electrode 3)에서 선택계수는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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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용매효과에서 T「-ISE의 선택계수는 DOA계 

에서 보다 NPPE나 NPOE계에서 낮은 값을 보였 

는데（7、沥血 2와 3）, 이는 막 용매의 유전상수가 막 

내부의 착물의 안정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 

여진다.

산소고리의 크라운에테르는 수소이온에 대해 상 

호작용이 있음이 알려져 있다. 제작된 막의 pH 효 

과를 보기 위하여 Electrode KTable 1）에 내부용액 

을 IO'1 M, 10~2M 및 10~3M TINO3로 하고, HC1 과 

K0H 용액에서 pH를 변화시켜 T1FSE의 감응전 

위를 F应.4에 실었다. 내부용액 lO^MTlNQ에서 

막전위는 pH<3에서 변화없이 안정하였으나 그보다 

낮은 pH에서는 크라운에테르의 양성자 첨가반응으 

로 심한 방해효과가 있으며 내부용액의 농도가 묽 

어질수록 이온의 방해효과는 증가하였다.

결 른

1. 친유성염을 넣은 막의 T1+-ISE 감응전위는 넣 

지 않은 막에 비해 직선으로 나타나는 농도범위는 

1（厂1〜lO-'M에서 10-1~1（厂5心으로 개선되었고 

기울기는 52 mV에서 55mV로 증가하였으며 막의 

감응전위 또한 안정하였으며 친유성염, KTC1PB의 

농도가 50 mole%에 서 막의 최 적 조건을 나타내 었다.

2. B15C5와 DB18C6를 중성운반체로 하는 Tl+- 

ISE는 +1가 이온에서 비교적 좋은 선택성을 보였고 

+ 2가의 알칼리금속 이온과 전이금속 이온에 대해 

서는 거의 방해효과 없는 우수한 선택성을 나타냈다.

3. PVC-액체막 전극에서 막 용매효과는 T1*-ISE 

감응전위의 네른스트 기울기와 선택계수에 영향을 

주며 유전상수가 큰 NPPE와 NOPE겨가 DOA계에 

서 보다 더 좋은 선택성을 보였다.

4. 제작된 막의 T1+-ISE는 넓은 pH 영역에서 일 

정한 감응전위를 나타내었으며 낮은 pH 영역（<3） 

에서는 양성자 첨가반응으로 H* 이온의 방해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2년도 교육부 기초과학육성연 

구비(BSRI-92-305)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저자들은 교육부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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