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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캘릭스[4]아렌 유도체(호스트 1)를 이온선택성 물질로 사용하고, 지지체로 poly(vinyl chloride) 

(PVC), 가소제로 dioctylsebacate(DOS)< 사용하여 이온 선택성 막전극을 제작하였다. 호스트 1 막전극을 지시 

전극으로 사용하여 알칼리, 알칼리 토금속 양이온 그리고 전이 금속 양이온에 대하여 각각의 감응전위를 측정 

한 결과, 바탕 전해질이 탈 이온수 일때 Pb?+의 감응전위가 1.0x1(T6M~1.0x10"M 농도 범위에서 이론적 

인 Nernstian 감응전위 기울기에 가까운 26.5 mV/decade를 보여 주었다. 또한 pH 영향을 조사해 본 결과 pH 

4.00-12.00 범위에서 감응전위값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한 호스트 1 막전극은 탈 

이온수 상에서 PV+에 친화성을 갖는 이온 막전극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ion selective membrane electrode made of calix[4]arene-based host 1 as ionophore, poly 
(vinyl chloride) (PVC) as matrix and dioctylsebacate (DOS) as a plasticizer was studied. The potential responses 
of this membrane electrode to alkali, alkaline earth and transition metal cations were investigated. Especially this 
membrane electrode was turned out to be affinitive for Pb2+ in the deionized water. It was observed that the 
response was linear in the concentration range from l.Ox 101 M to l.Ox 10 6 M of Pb2+ and its 이ope (26.5 mV/ 

decade) was near to the sub-Nernstian response in deionized water. Also, the potential was maintained constantly 
in the range of pH 4.00—12.00, which supports the potential usage as Pb2+ affinitive electrode in the deionized 

water.

서 론

캘릭 스아렌은 페놀과 포름알데히드간의 축합반응 

에 의해서 생성되며, 분자내에 동공을 포함하고 있 

는 매우 흥미로운 구조의 화합물로써 생체내 생명현 

상의 메카니즘을 모방한 호스트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화합물로 주목받고 있으며」이온 선택성 전극용 물 

질,2 이온 수송 운반체3등으로 응용되고 있다. 캘릭스 

아렌 화합물들은 현재까지 캘릭스［4］아렌을 모체로 

하여 캘릭스［5］아렌, 캘릭스［6］아렌, 캘릭스［기아렌, 

캘릭스［8］아렌과 이들의 다양한 유도체들이 보고되 

었으며 이들은 금속 양이온, 음이온 또는 중성 분자 

와 상호작용하여 착물을 형성하게 된다.4 캘릭스아 

렌과 금속 양이온과의 착물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은 캘릭스아렌의 형태, 치환체의 작용기,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과 금속 양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이 

온-쌍극자 결합）등이 있다.5 캘릭스아렌은 구조적으 

로 견고하고 안정한 물질로서 합성방법이 간단하고 

수득률이 높으며, 윗테와 아랫테에서 그들의 치환체 

를 임의로 조정하기가 수월하여 그 치환체에 따라 

선택성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게스트에 

따라 고리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장 

점도 가지고 있어서 이온선택성 물질로 응용성이 큰 

화합물이 다.

이온선택성 물질로 사용된 호스트 1은 캘릭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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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의 윗테를 기능화한 호스트로써, 캘릭스[4]아렌 

이 4가지 형태의 이성질체를 가지는 것과는 달리, 캘 

릭스[4]아렌의 수산기가 헥실옥시기로 치환됨으로써 

콘(cone)의 형태만을 가지고 있다.6 호스트 1은 양이 

온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산소원자를 많이 포함 

하고 있고 특히 수산기를 포함하는 두개의 곁사슬이 

금속이온을 유인하여 안정한 착물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리간드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탈착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리라 예상하고 이온 선택성 막전극의 

이온선택성 물질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호스트 1을 이온선택성 물질로 이용하여 

막전극을 제작한 다음 알칼리, 알칼리 토금속 그리 

고 전이 금속에 대한 감응전위를 측정함으로써, 본 

물질이 이온선택성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제작한 전극의 사용 가능한 pH 영 

역과 음이온의 영향, 막전극의 재현성을 조사하여 

그 실용성을 관찰하였다.

실 험

기기 및 시약. 1H-NMR 스펙트럼은 Jeollamad 

400, FAB-MASS 스펙트럼은 VG 70-VSEQ, IR 스펙 

트럼은 Mattson 30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온 

선택성 물질은 호스트 1을 사용하였고 지지체로 사 

용된 PVC는 Junsei Chemical Co.의 특급시약을, 가 

소제로 사용된 DOS는 Fluka사의 제품을 사용하였 

다. 그리고 유기용매로 쓰인 THF는 TEDIA COM

PANY, INC의 특급시약을 사용하였으며, 그밖에 실 

험에 사용한 모든 시약은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모든 용액의 제조에는 탈 이온수(비저항 18.2 MQ 

cm, Millipore)를 사용하였다.

2-(2-([ll,23-Dibromo-25,26,27,28-tetra(hexyloxy)- 
17-[2-(2-hydroxyethoxy)ethoxy]pentacyclo[19,3,l,l37, 
]9.”,15.19]0＜海＜：(或1(24),3,5,7(28),9,11,13(27),15(26), 

16,lS,21(25),22-dodecaen-5-yl]oxy}ethoxy)-l- 
ethanol 화합물(호스트 1)의 합성. 가지달린 둥근 

바닥 플라스크(250 mL)에 화합물 27(500 mg, 0.44 

mmol)와 탄산칼륨(1.45 g, 10.5 mmol), 아세토니트릴 

(100 mL)을 혼합하여 30분간 환류시키며 교반한 후, 

2-(2-chloroethoxy)ethanol(523 mg, 4.2 mmol)을 다시 

넣고 3일동안 환류시킨다. 아세토니트릴을 증류하여 

제거한 후 잔류물을 2N 염산(30mL)과 염화메틸렌

Scheme 1. The synthesis of Host 1 (R=Hexyl).

(30 mL)2로 녹이고, 분리된 유기층을 증류수와 염수 

로 닦은 후 무수 황산마그네슘으로 건조시킨다. 걸러 

낸 유기층을 농축시키고 실리카겔 중력 칼럼크로마 

토그래피(hexane : EtOAc=l: 1)를 이용하여 분리함으 

로써 360 mg(60%)의 호스트 1을 얻었다(Scheme 1).
’H-NMR(CDC13, 400 MHz): 6.86(s, 4H, ArH), 6.13(s, 

4H, ArH), 4.32(d, 4H, J=13.3 Hz, endo-ArCH), 

3.85(m, 8H, upper-ArOCH2+CH2OH, 8H), 3.73(m, 

8H, CH2OCH2), 3.68(t, 4H, lower-ArOCH2), 3.60(t, 

4H, lower-ArOCH2), 3.04(d, 4H, J=13.3 Hz, exo- 

ArCH), 1.83(m, 8H, lower-ArOCH2C//2), 1.32(m, 24H, 

ArO(CH2)2(C//2)3CH3), 0.85(t, 12H, ArO(CH2)5CH3)

FAB-MASS(m/z): 1127 (M+, 100%)

IR(KBr): 3466 cm(v0-h), 2928 cm(vc.H), 
1458 cm '(必h)

이온 선택성 막전극의 제조. 지지체인 PVC(66 

mg, 33wt.%)와 이온선택성 물질로 쓰인 호스트 1(2 

mg, lwt.%＞을 시험관에 넣고 THF(1000 〃1)에 녹인 

후, 가소제 DOS(132 mg, 66wt.%＞을 섞는다. 약 2시 

간 동안 Vortex에서 잘 섞은 후, 그 용액을 유리판에 

고정시킨 직경 20mm, 높이 약 1 cm의 유리 링에 부 

어 실온에서 약 하루동안 건조시킨다. 잘 건조된 막 

은 떼어내서 바이알에 보관하고 실험 때마다 꺼내 

사용하였다.

지시전극으로 사용한 막전극은 내부 기준 용액으 

로 0.1 M KC1 을 사용하였고, 제조한 막을 직경 5.5 

mm의 원형으로 잘라내어 Phillips 전극체(IS-561; 

Glasblaserei Moller, Zurich)0]] 장착시킴으로써 제작 

하였다. 그에 대응하는 외부 기준전극은 Orion Co.의 

double junction Ag/AgCl(Model 90-02) 전극을 사용 

하였고, 따라서 위의 전극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전 

체 전지식으로 표현된다.

Ag/AgCl I 0.1 M KC11 membrane | test solution

I 10% KNO31 saturated AgCl | AgC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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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응전우I • 측정. High input impedance voltmeter 

(16 Channel)# 통해 감응전위를 측정한 후, 컴퓨터 

에 입력하여 처리하였다. 바탕 전해질은 pH 4.00 

acetate 완충용액 (0.005 M), pH 7.20 Tris-HCl 완충용 

액 (0.005 M), pH 9.00 ammonium 완충용액 (0.005 

M), 탈 이온수를 각각 사용하였고, 제작한 막전극은 

항상 사용할 바탕 전해질 용액에서 약 12시간 동안 

수화시킨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감응전위는 음이온 

을 NO「로 고정시킨 알칼리,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전이금속 용액을 LOxIO^m〜LOxlCT'M 농도 

범위에서 측정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상온(25 °C)에 

서 이루어졌다.

결과 및 고찰

가소제의 영향. 가소제가 막 자체의 감응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가소제만을 포함한 

PVC 막을 지시 전극으로 사용하여 Pb2+ofl 대한 감응 

전위를 측정하였다. 가소제는 DOA(dioctyladipate), 

DBS(dibutylsebacate), DOS(dioctylsebacate)> 사용하 

여 2가지 바탕 전해질 용액에서 각각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Fig. 1과 같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바탕 전해질이 탈 이온수 일 때 3가지 가소제가 모 

두 약 6mV/decade의 낮은 감응전위 기울기를 동일 

하게 나타내었으며, pH 4.00 acetate 완충용액일 때 

는 약。〜1 mV/decade의 감응전위 기울기를 동일하 

게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DOS를 가소제로 사 

용하여 막을 제조하고 실험하였다.

음이온들에 대한 감응전위 조사. 호스트 1 막전 

극의 음이온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탈 이온 

수를 바탕 전해질로 사용하여, 양이온은 頌로 동일 

하고 음이온이 Cl , Br , I , NO「인 각각의 용액 

LOxlO^M〜lox io-'M 농도 범위에서의 감응전 

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2에서 보여지듯이 음 

이온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감응전위 기 

울기를 나타내었고, 호스트 1 막전극은 음이온에 의 

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서 사용된 모든 양이 

온의 감응전위를 측정하기 위해 음이온을 NO3「로 

고정시 킨 용액을 사용하였다.

금속 양이온들에 대한 감응전위 조사. 본 연구에 

서 감응전위 조사에 사용된 금속 양이온는 Li*, Na+, 
K+, Mg2+, Ca2+, Si거, Ni2+, Cu气 Zn2+, Co2+, Cd2+, 
JU*이다. 3가지 바탕 전해질(pH 4.00 acetate 완충용 

액, pH 7.20 Tris-HCl 완충용액, 탈 이온수)을 사용하 

고 각 금속 용액을 L0xl0「6M〜1.0xl0TM농도 

범위에서 측정한 결과는 Fig. 3A〜D와 같다. 각 그 

림에서 (砂는 호스트 1을 이온선택성 물질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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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 of plasticizer on the potential response. The potential response was measured for Pb2+: (a) The background 
electrolyte employed was deionized water, (b) The background electrolyte employed was pH 4.00 acetate buffer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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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otential response of Host 1 membrane elec
trode to anions (Cl , Br\ I", NO3 ) concentration: The 
background electrolyte employed was deionized water.

여 제작한 막전극의 감응전위이고 (b)는 이온선택성 

물질을 넣지 않고 제작한 막전극(blank membrane 

electrode)의 감응전위이다.

바탕 전해질이 pH 7.20 Tris-HCl 완충용액일 경우 

알칼리 금속의 감응전위 기울기는 1.0x10*m〜 

l.Ox 10 1 M 농도 범위에서 27~38 mV/decade로서, 

가소제로 인한 감응전위 기울기 인 21 〜31mV/de- 

cade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药g. 3A). pH 4.00 
acetate 완충용액에서 알칼리 금속은 LOxIO^m〜 

1.0X M 농도 범위에서 이론값보다 낮은 감응전 

위 기울기 인 25—35 mV/decade-g- 보였다(Fig. 3B). 
또한 탈 이온수에서 알칼리 금속은 1.0X10 4M~ 

LOxlO^M의 농도 범위에서 이론값보다 낮은 

27〜38 mV/decade의 감응전위 기울기를 보였고, 알 

칼리 토금속과 전이 금속은 거의 모두 약간의 감응 

전위만을 나타내었지만(Eg. 3C, Fig. 3D) Pb2+은 

1.0x1()Ym〜 1.0xl()T M의 농도 범위에서 가소제 

만의 감응전위 기울기 인 6 mV/decade보다 훨씬 높 

고, 이론적인 Nemstian 감응전위 기울기에 가까운 

26.5 mV/decade-I- 보여줌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작 

한 호스트 1 막전극이 탈 이온수 상에서 Pb2*에 높은 

친화도를 갖는 막전극임을 알 수 있었다.

바탕 전해질의 영향. 바탕 전해질이 호스트 1 막 

전극의 감응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2가지 바탕 전해질(pH 4.00 Acetate 완충용액, 탈 이 

온수)을 사용하여 理?+의 감응전위를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탈 이온수

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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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A. The potential response of ion selectivity membrane electrode to the concentration of alkali metal ions. The 
background electrolyte employed was pH 7.20 Tris-HCl buffer solution: (a) Host 1 membrane electrode, (b) Blank mem
brane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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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B. The potential response of ion selectivity membrane electrode to the concentration of alkali metal ions. The 
background electrolyte employed was pH 4.00 acetate buffer solution: (a) Host 1 membrane electrode, (b) Blank mem
brane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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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C. The potential response of ion selectivity membrane electrode to the concentration of alkali, alkaline earth me
tal ions. The background electrolyte employed was deionized water: (a) Host 1 membrane electrode, (b) Blank mem
brane electrode.

를 바탕 전해질로 사용한 경우에 Pb2+은 이론적인 

Nemstian 감응전위 기울기 에 가까운 26.5 mV/de- 

cade를 나타내었으며, pH 4.00 acetate 완충용액에서 

는 낮은 감응전위 기울기를 나타내었다. 한편 pH 

7.20 Tris-HCl 완충용액과 pH 9.00 ammonium 완충 

용액에서는 전이금속의 감응전위 측정시 침전이 형 

성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바탕 전해질로서는 적 

합하지 않았다.

pH 영향. 호스트 1 막전극이 수소이온 농도 변화 

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

1998, Vol. 42,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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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D. The potential response of ionjelectivity membrane electrode to the concentration of transition metal ions. The 
background electrolyte employed was deionized water: (a) Host 1 membrane electrode, (b) Blank membrane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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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 of background electrolytes on the potential response to the concentration of Pb2+: (a) Host 1 mem
brane electrode, (b) Blank membrane electrode.

온(25 °C)에서 HNS와 NaOH 용액만으로 pH를 

1.00에서 12.00까지 변화시키면서 감응전위를 측정 

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에서 보여지듯이 pH 

4.00-12.00 범위에서 감응전위값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이로써 호스트 1 막전극은 넓은 pH 범 

위에서 사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재현성. 호스트 1 막전극의 재현성을 알아보기 

위해 탈 이온수를 바탕 전해질로 사용하고 모든 조 

건을 동일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최장 20일 동안 

매일 한번씩 比2+의 감응전위를 측정하였다(Eg. 6.). 

감응전위 기울기 변화를 관찰한 결과 10일까지는 

1.0x10-6M~1.0x10 1 M 농도 범위에서 약 26.5 

mV/decade의 일정한 감응전위 기울기를 유지하였 

고, 15일 이후에는 LOxIO^m에서의 감응전위가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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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lectivity coefficient, log K帶+, M, of the Host 1 
membrane electrode to divalent cations for Pb2+ in deion
ized water: 0.1 M and 0.01 M M(NO3)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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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potential response of Host 1 membrane elec
trode to pH change.

화학종 A와 비교하여 다른 화학종 B가 전극에 감응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 값이다.

각각의 이온 종들의 한 활동도에서의 전위를 따로 

측정하는 방법인 Separate solution method (SSM)®를 

사용하여, 바탕 전해질이 탈 이온수일 때의 Pb每에 

대한 2가 금속 양이온들의 선택계수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Fig. 7과 같다.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府+을 기준으로 하여 측 

정한 다른 이온들은 모두 음의 선택계수 값을 나타 

내었다. 이는 호스트 1 막전극이 측정한 다른 이온들 

보다 Pb?*에 더 높은 감응을 보이는 것을 나타내며, 

호스트 1 막전극이 Pb為에 우수한 친화성을 가진다 

고 볼 수 있다.

-200 ------ 1------ 1------ 1------ 1------ 1------

1 2 3 4 5 6

~Ioq C ［ m이 /，］

Fig. 6. The potential response of Host 1 membrane elec
trode for Pb2+ following each term: The background elec
trolyte was deionized water.

낮아지기 시작했으나 L0X10-6M〜 1.0X10-2M 농 

도 범위에서는 약 30mV/decade의 감응전위 기울기 

를 계속 유지하였다.

선택 계수. 이온 선택성 막전극은 어떤 특정 이 

온에만 감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대부분 다 

른 이온에도 감응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친화적인 

이온에 대하여 다른 이온이 전극에 감응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택계수를 구한다. 즉 선택계수는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호스트 1을 이온선택성 물 

질로 사용하고 지지체는 PVC, 가소제는 DOS를 사 

용하여 호스트 1 막전극을 제작함으로써 금속 양이 

온들에 대한 감응전위를 조사하였다.

바탕 전해질이 탈 이온수인 상태에서 양이온을 K+ 
으로 일정하게 하고 1.0x10-6 m〜i.OxloT M 농 

도 범위에서 음이온(C「, Br , I , N03 ) 각각의 감 

응전위를 조사한 결과 음이온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K*와 동일한 감응전위를 나타냄으로서 호스트 1 막 

전극은 음이온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 

며 , pH 4.00-12.00 범위 에서 사용이 가능하였다.

2가지 바탕 전해질(pH 4.00 acetate 완충용액, 탈

1998, Vol. 42, N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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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수） 각각에서 금속 양이온들의 감응전위를 측정 

해 본 결과 탈 이온수를 바탕 전해질로 사용한 경우, 

특히 Pb^의 감응전위 기울기는 m~i.Ox

10 1 M 농도 범위에서 이론적 인 Nemstian 감응전위 

기울기에 가까운 26.5 mV/decade-i- 나타내었으며 

상당기간 재현성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호스트 1 막 

전극은 탈 이온수 상에서 Pb?+에 큰 친화도를 갖는 

막전극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1996년도 연강재단 학술연구비와 1997 

년도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소 학술연구조성비의 지 

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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