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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니켈(II)-거대고리 착물을 순환전압전류법을 이용하여 유리질 탄소전극에 전기 중합시켜서 폴리머 변 

성전극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폴리머 변성전극이 匕-Dopa 에 대하여 전기촉매 특성을 가지는 지를 순환전압전 

류법으로 조사하였더니, 변성시키지 않은 전극에 비해 산화전위가 보다 음의 전위로 이동하였고, 산화전류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전기화학적 성질을 L-Dopa 정량에 적용하기 위하여 최적조건을 순환 전압전 

류법으로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다: pH, 7.4, 온도, 35 oC, 사전농축시간, 90초, 폴리머 변성 전극 형성을 위한 

전위 주사 횟수, 1회. 폴리머 변성전극의 장기 안정성은 2개월 정도 사용가능하였다. 시차 펄스 전압-전류법으 

로 작성한 L-Dopa의 정량범위는 6.0X10-7 M-4.0X10-4 M 이었고, 검출한계는 9.0乂10-8 M 이었다. 또한 본 방법을 

생체 시료에 적용하는 경우, 예상되는 27종의 방해 물질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dopamine을 제외한 모든 

종에서 방해가 없었다.

주제어: L-도파, 폴리머 변성전극, 니켈(II)-거대고리 착물, 시차펄스전압전류법

ABSTRACT. The polymer modified electrode was manufactured by a cyclic voltammetric method using a synthesized 
Ni(II) complex with dianionic benzoN4 macrocycle. The electrocatalytic characteristics for the oxidation of L-Dopa at 
a polymer modified electrode was studied by cyclic voltammetr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xidation peak potential 
was shifted to the lower potential and the oxidation peak current was increased in comparison with the unmodified elec
trode. The optimal experimental conditions for the voltammetric determination of L-Dopa were as follows: pH, 7.4; tem
perature, 35 oC; the number of scan for modification by cyclic voltammetry, 1; preconcentration time, 90s. The polymer 
modified electrode was stable to determine L-Dopa for more than 2 months. The calibration curve for L-Dopa that linear 
range is 6.0x10-7 MT.0x10-4 M,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0.996, and the detection limit is 9.0X10-8 M. The effects 
of interferences were studied for 27 candidates which might exist in biological samples all the species except dopamine 
did not interfere the determination of L-Dopa.

Keywords: L-Dopa, Polymer Modified Electrode, Ni(II)-Macrocyclic Complex, Differential Pulse Vbltammetry

-47-



이선용 • 조형하 • 김호식 • 배준웅48

서 론

지난 수십 년 동안 포르피린, dibenzocyclam 및 이 

들과 비슷한 고리형 화합물을 리간드로 이용하는 착 

물의 합성 과 특성 및 촉매제로서의 이용 가능성 에 대 

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1，2 거대고리 착물을 전 

기적인 촉매로 이용한 연구의 예로는 CO2, O2, 올레 

핀, 알코올, NO, N2O, NO3-, 히드라진 등을 기질로 사 

용하여 거대고리 착물의 전기화학적 촉매에 대한 효 

과를 알아본 것들이 있다.3,4

거대고리 착물을 전기화학 촉매로 이용하는 방법으 

로는 균일 촉매로 이용하는 방법과 불균일 촉매로 이 

용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방법은 단순 전극을 적 

합한 수식제로 변성시키는 것이다. 전극을 변성시키 

는 방법으로는 착물을 단순히 전극에 흡착시키는 방 

법 ,5 탄소 반죽 전극형태로 만드는 방법 ,6 그리고 전극 

표면에 착물을 중합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단위체가 변성제인 물질을 이용하여 전기중합을 시 

킴으로서 촉매제로 변성된 전극의 안정성을 증대시 

킬 수 있었고 또한 변성전극을 쉽게 소형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7"

중합반응을 이용한 전극의 변성 방법은 많이 알려 

져 있고 상당한 연구도 진척되어 왔다.9-12 그러나 거 

대고리 착물을 전극에 중합시켜 변성한 전극을 이용 

하여 생체물질의 분석에 적용한 예는 많지 않다.

Z-Dopa(Z-3,4-dihydroxyphenylaline^는 파킨슨병 의 증 

상조절에 사용되는 기본 의약품이다. z-Dopa는 혈액 

중에서 교감신경의 말단 chromaffin cell 에 의해 섭취 

된 tyrosin藝로부터 tyrosine hydroxylas窿 작용으로 

생성된 후 dopamin藝로 전환되는 물질로서 구조적 

으로 phenylalanine과 비슷하며, 아미노산의 전이 시 

스템 (transport system 曜 거쳐 소장에서 흡수된다.13

파킨슨병의 치료제로서 Z-Dopa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게 됨으로서 Z-Dopa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 

할 수 있는 분석법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Z-Dopa 등의 방향족 아미노산의 정량에는 일반적으 

로 발광법을 검출수단으로 사용하는 분광광도법 과 크 

로마토그래피 법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14 이러한 크로 

마토그래피법에 의한 z-Dopa의 검출은 시료의 양이 

적게 들고 분석감도도 비교적 높지만 기기가 고가이 

고 전처 리 단계 가 복잡하며 검출시간이 긴 단점 이 있다.

따라서 전처리가 단순하고, 분석시간이 짧으며, 감 

도와 선택성이 우수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z-Dopa 
를 정량한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다.15-17 그러나 이들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전극이 불안정하고 감 

도가 낮고 정량범위가 좁은 단점을 보였다. 이런 문 

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족매능을 갖 

고 있으며 일정 전압을 인가하면 쉽게 폴리머가 되는 

Ni(II)-거대고리착물을 변성제로 사용하였다. 이 착물 

을 아세토나이트릴 용매 하에서 순환 전압-전류법으 

로 유리질 탄소전극에 전기 중합시켜 변성전극을 만 

든다. 이렇게 제작한 변성전극을 이용하여 Z-Dopa를 

전압전류법으로 정량함에 있어서 기질용액의 pH, 온 

도, 중합체의 두께와 사전농축시간 등의 최적조건을 

조사한다. 또 변성 전극의 안정성을 조사하고, 선정된 

최적 조건하에서 펄스차이 전압-전류법으로 z-Dopa 
의 정량할 때의 감도, 선택성, 방해이온의 영향을 조 

사하였다.

실 험

시약. 본 연구에서 시료로 사용한 Z-Dopa는 Sigma 
사(St. Louis, MO, USA注부터 구입하여 실험 당일 

1.0X10-3 M 저장용액을 만들어 암실에 냉동 보관하 

고, 실험직전에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완충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Merck사(New Jersey, 
USA)의 이수소인산나트륨(99.5%), 일수소인산나트륨 

(99.5%)과 인산(85%曜 사용하였다. 또 방해이온 조 

사에 사용된 여러 가지 시 약들과 이외의 모든 시 약들 

은 특급시약과 일급시야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 

용하였다. 증류수는 Millipore사(Bedford, MA, USA) 
의 MILLI-Q Water System을 이용하여 제조한 전도도 

가 1 竖/cm 이하의 탈 이온수를 사용하였다. 전극제 

작을 위하여 사용한 용매는 Merck사의 아세토나이트 

릴이며, 아세토나이트릴의 정제는 Coetzee18의 방법에 

따랐다. 지지전해질로는 5.0X 10-2 M tetraethylammonium 
perchlorate(TEAP：를 썼다. TEAP 는 Coetzee19 의 방법 

을 따라 합성 및 정제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거대 

고리 착물은 문헌에 제시된 방법20에 따라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측정기기. 본 실험에서 순환 전압-전류곡선과 시차 

펄스 전압전류곡선을 얻기 위하여 Bioanalytical System 
(BAS) 100 B/W electrochemical analyzer(West Lafayette, 
Indiana, USA)와 C2 cell stand(West Lafayette, In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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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를 Hewlett Packard HP Laserjet 4L printer(Boise 
Idaho, USA)와 486 computer(Hyunju, Korea) 에 연결 

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비수용액에서 polymer변성전극을 제작하기 

위하여 본 실험실에서 제작한 유리질 탄소(직경 3 
mm)전극을 작업전극으로 사용하였고, 기준전극으로 

는 EG & G PAR Model 19367(USA)의 비수용액용 

Ag/Ag+(0.01 M AgNO3 in acetonitrile 阂극, 보조전극 

으로 백 금선을 사용하였다. 그리 고 수용액 에 서 匕-Dopa 

에 대한 전기화학적 촉매효과 시험과 정량을 위해서 

는 작업전극으로 중합체 변성한 유리질 탄소전극을, 

기준전극으로는 EG & G PAR Model K0077 SCE(USA) 
를 사용하였고, 보조전극으로는 백금선을 사용하였다. 

측정용 전해용기는 EG & G PAR Model G0060(USA) 
의 실린더형의 전해용기를 사용하였다. 항온조는 

NESLAB 사(Newington, NH, USA)의 Model RTE-211 
isotemp. digital circulator를, pH 측정을 위해서는 Orion사 

(Cambridge, MA, USA)의 EA 940 Ion analyzer를 썼다.

Polymer-변성전극의 제작. 전기화학적으로 중합체 

변성한 전극을 얻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였 

다.21 먼저 유리질 탄소 (Tokai Carbon 사의 등급 GC- 
30s GC 막대, Tokyo, Japan) 전극의 표면을 alumina 
slurry로 수회 문질러 닦아 표면을 깨끗이 하고 증류 

수로 잘 씻어낸다. 전극을 건조시킨 후 아세토나이트 

릴이 담겨진 초음파세척기에 전극표면을 담그고 1분 

동안 초음파를 가하여 표면을 다시 깨끗이 한다. 이 

렇게 표면을 깨끗이 한 전극을 다시 건조시킨다. 표 

면이 깨끗하게 된 전극을 비대칭 니켈(II)-거대고리착 

물 5.0X 10-4 M과 지지전해질로 5.0X 10-2 M TEAP가 

들어있는 아세토나이트릴용액에 담근다. 이 용액에 

고순도 질소를 약 20분간 통과시켜 용액 중 산소를 

완전히 제거한다. 기준전극인 비수용액용 Ag/Ag+ 전 

극과 보조전극인 백금선을 연결시키고 질소를 용액 

속으로 통과시키던 것을 위로 통과시켜 측정 중에도 

용액 속으로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하여 +1.80 
V~-2.00 V(vs. Ag/Ag+)의 가전압 범위에서 주사속도 

0.20 V/溟 1회 전위를 순환시켜 착물을 전극표면에 

전기중합 시킨다. 이렇게 변성한 전극을 용액에서 분 

리해 내고 건조시킨다. 마르고 난 뒤 탈이온수로 충 

분히 씻는다. 다시 공기 중에서 말린다. 이렇게 하면 

전극표면에 청남색의 막이 형성된 polymer-변성전극 

을 얻을 수 있다.

2005, Vol. 49, No. 1

측정과정. 순환 전압-전류법으로 중합체 변성한 전 

극의 Z-Dopa의 산화에 대한 전기화학적 촉매능을 알 

아보기 위한 측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질용액 

으로는 1.0X 10-3 M Z-Dopa 저장용액을 만들어 사용 

하였다. 시료용액은 전기화학적 촉매 효과를 측정하 

기 직전에 필요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고, 이 때 

시료 용액의 부피는 5.0 mL로 고정하였다. 먼저, 기 

질이 들어 있지 않은 인산염 완충용액에서 변성하지 

않은 전극과 중합 변성한 전극의 바탕 전류값을 확인 

한다. 그리고 기질 Z-Dop宓卜 들어있는 용액에서 변성 

하지 않은 전극과 중합 변성한 전극을 작업전극으로 

사용하여 똑같은 조건으로 +1.00~-0.20 V(vs. SCE)의 

가전압 범위에서 순환 전압-전류곡선을 얻었다. 각각 

의 순환 전압-전류곡선으로부터 봉우리 전위의 이동과 

봉우리전류의 변화를 측정하여, 중합체 변성한 전극 

의 전기화학적인 촉매능을 조사하였다.

시차펄스 전압-전류법으로 Z-Dopa를 정량하는 과정 

은 다음과 같다. 즉, 변성하지 않은 전극과 비대칭 니 

켈(II)-거대고리 착물이 중합체 형태로 입혀진 변성전 

극을 시료용액이 포함된 인산염 완충용액 (0.1 m, pH 

7.4) 이 들어있는 전해셀에 담그고, -0.20~+0.60 V(vs. 
SCE)의 가전압 범위에서 펄스차이 전압-전류곡선을 

얻고, 이 전압-전류곡선에서 Z-Dopa의 봉우리전류를 

측정하여 검정선법으로 Z-Dopa의 양을 결정하였다.

시료용액 중의 용존 산소 제거를 위해 고순도의 시 

판 •질소를 ammonium metavanadate^ zinc amalgam의 

염산용액으로 된 환원기, pyrogallol 염기성용액, 진한 

황산용액, 실리카겔, 오산화인, 실리카겔 층의 순서로 

통과시켜 시료용액 속으로 20분 동안 통과시 키고, 측 

정 시에는 용액 속으로 통과시키던 질소를 위로 통과 

시 켜 측정 중에도 용액 속으로 산소가 들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Z-Dop;의 산화반응에 대한 비대칭 니켈(II)거대고 

리착물의 촉매작용

새롭게 합성한 1,5,8,12-tetraaza-2,4,9,11-tetramethylcyclo- 
tetradecinato-nickel(II) 착물의 Z-Dopa 에 대한 전기화 

학적인 촉매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환 전압-전류 

법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즉, 변성하지 않은 

유리질 탄소전극과 polymer-변성 전극을 작업 전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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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yclic voltammograms of 1.0 mM Z-Dopa at a poly- 
mer-modified electrode (a) and an unmodified GC electrode 
(b) in pH 7.4, 0.1 M phosphate buffer solution. Dotted line is 
for blank solution: temperature, 35 oC; scan rate, 100 mV/s.

사용하여 pH 7.4 인산염 완충용액으로 조절된 1.0X 
10-3 M Z-Dopa 용액에서 전위범위 +1.00~ -0.20 V(vs. 
Ag/Ag+) 사이를 왕복 주사하여 순환 전압-전류곡선을 

얻어서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곡선은 아세토나이트 

릴 용매에서 Ni(II)-complex로 변성한 polymer-변성전 

극을 사용하여 바탕용액에서 얻은 순환 전압-전류곡 

선이다. 그리의 점선으로 표시한 곡선에서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1.00~ -0.20 V(vs. SCE) 범위에서는 산 

화-환원파가 없으므로 이 전위 범위에서 Z-Dopa의 정 

량을 위한 작업전극으로 polymer-변성전극을 사용 가 

능함을 알 수 있었다. 실선 (a)의 경우는 착물을 중합 

체 형태로 변성한 유리질 탄소전극을 작업전극으로 

사용하여 1.0X 10-3 M Z-Dopa 용액에서 측정한 순환 

전압-전류곡선으로서 Z-Dopa의 산화봉우리전위가 

+0.185 V에서 나타났다. 또, 실선 (b) 의 경우는 변성하 

지 않은 유리질 탄소전극을 작업전극으로 사용하여 

같은 용액에서 측정한 것으로 +0.431 V에서 Z-Dopa 
의 산화봉우리전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봉 

우리가 Z-Dopa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Z-Dopa의 농도를 높여 가는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Z-Dopa의 농도 증가에 따라 Z-Dopa의 산화봉우리의 

높이가 증가되었으므로 Z-Dopa에 의한 산화봉우리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변성하지 않은 전극에 비하여 변성한 전극에서

Z-Dopa의 산화봉우리 전위가 약 0.240 V 음전위로 이 

동하였고, 또 봉우리 전류도 약 18 J1A 더 커졌다. 이 

결과로부터 Ni(II)-complex가 중합체 형태로 변성된 

전극이 Z-Dopa의 산화에 대하여 촉매 효과를 나타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압전류법을 이용한 Z-Dopa 정량의 최적 실험조 

건 선정

Z-Dopa 의 산화반응에 대한 pH의 영향. Ni(II)-complex 
로 변성 한 polymer-변성 전극을 사용하여 Z-Dopa를 정 

량함에 있어 시료 용액의 최적 pH를 선정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1.0X10-3 M Z-Dopa 용 

액에 인산염 완충용액의 pH를 4.0〜8.0까지 변화시키 

면서 순환 전압/류곡선을 얻어서 pH 변화에 따른 

Z-Dopa의 산화 봉우리 전류 값과 산화 봉우리 전위 

값을 측정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변성전극에서 pH가 증가할수록 산화 봉우 

리 전류는 증가하였고 (Fig. 2A), 산화 봉우리 전위는 

Fig. 2B와 같이 음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pH의 증 

가에 따른 변성전극에서의 봉우리 전위 변화 (Fig. 2B) 
는 -0.081 V/pH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Z-Dopa의 산화 봉우리에 대한 전위 

와 전류를 고려하고 실제 생체시료에 대한 적용을 고 

려하여 pH 7.4를 최적 pH로 결정하였다.

Z-Dopa 의 산화반응에 대한 온도영향. Ni(II)-complex

Fig. 2. Effect of pH on peak height (A) and peak potential 
(B) for the determination of 1.0 mM Z-Dopa with a polymer- 
modified electrode (a) and an unmodified GC electrode (b): 
temperature, 35 oC; scan rate, 100 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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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10.0 20.0 30.0 40.0 50.0 60.0

Temperature, °C

Fig. 3. Effect of temperature on peak height for the deter
mination of 1.0 mM L-Dopa with a polymer-modified elec
trode: 0.1 M phosphate buffer, pH 7.4; scan rate, 100 mV/s.

로 변성한 polymer-변성전극으로 L-Dop最 정량할 때, 

용액의 최적온도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 

사하였다. 곧 pH 7.4로 조절된 1.0X10-3 M L-Dopa 
용액의 온도를 5.0〜58.0 oC 까지 변화시키면서 순환 전 

압/류곡선을 얻어서 용액의 온도에 따른 L-Dopa의 

산화전류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L-Dopa의 산화 

봉우리전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험결 

과는 기질용액의 온도 증가에 따라 L-Dopa의 활동도 

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40 oC 이상의 고온 실험조건에 

서는 전극의 손상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연속사용 가 

능횟수가 줄어들고, 사람의 혈액 및 뇨를 on-line 분 

석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실 

험을 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생물학적 시료에 대한 적 

용을 고려하여 본 실험에서는 기질용액의 최적실험 

온도를 35oC±0.1 oC로 결정하였다.

L-Dopa 의 산화반응에 대한 polymer-변성전극의 중 

합체 두께영향. L-Dopa를 정량함에 있어서 polymer- 
변성전극의 최적의 중합체 두께를 구하기 위하여, 잘 

닦여진 유리질 탄소전극을 5.0X10-2 M TEAP와 5.0 
X10"4 M Ni(II)-complex가 녹아있는 아세토나이트릴 

용액에 담근다. 그리고 -2.00〜 +1.80 V(vs. Ag/Ag+)의 

전위범위를 1〜20회까지 각각 주사하여 polymer 변성 

한 전극을 얻는다. 즉, 전극에 형성되는 중합체의 두 

께는 순환 전압/류법으로 착물을 전극에 전기중합 

시킬 때 일정전위 범위에서 전위 scan 횟수에 의해 조

Fig. 4. Dependence of number of cyclic voltammetric scan
ning on peak height (A) and peak potential (B) for the deter
mination of 2.0 mM L-Dopa with a polymer-modified electrode: 
0.1 M phosphate bufe, pH 7.4; temperature 35 oC; scan rate, 
100 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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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되 었다. 이렇게 얻어진 polymer-변성 전극을 pH 7.4 
인산염 완충용액으로 조절된 1.0X 10-3 M L-Dopa 용 

액에 담그고 +1.00〜 -0.20 V(vs. SCE)의 전위범위에 

서 전위를 주사하여 순환 전압/류곡선을 얻었다. 이 

렇게 측정한 순환 전압-전류곡선으로부터 전위주사 

횟수에 따른 L-Dopa의 산화 봉우리 전류값 (Fig. 4(A)) 
과 산화 봉우리 전위값 (Fig. 4(B)) 을 구하여 그 결과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잘 닦여진 유리질 

탄소전극에 중합체를 입힐 때, 주사 횟수를 증가시킬 

수록 L-Dopa에 대한 산화봉우리 전류값은 감소하고 

산화봉우리 전위 값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전극에 입혀진 중합체 므T 이 얇을 때는 중합체가 L-Dopa 
의 산화에 촉매 역할을 하지만, 중합체 막이 두꺼워 

질수록 중합체가 오히려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1회 주사하여 얻 

어진 polymer-변성전극을 L-Dopa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L-Dopa 의 산화반응에 대한 polymer-변성전극의 연 

속사용 가능 횟수. Ni(II)-complex로 변성한 polymer- 
변성전극을 사용하여 L-Dopa를 연속 측정함에 있어 

서 실험결과의 재현성 및 활성화된 전극표면의 연속 

사용 가능 횟수를 조사함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순 

환 전압詔류법을 사용하여 L-Dop最 연속 정량할 때, 

기질 용액의 온도와 변성전극의 제작 시 전위주사속 

도에 따른 polymer-변성전극의 연속사용 가능 횟수를

2005, Vol. 49,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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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0-1------- .-------1-------.-------1-------.-------1-------.-------1-------.-------1-------

0.0 10.0 20.0 30.0 40.0 50.0

Temperature, °C
Fig. 5. Effect of temperature on electrode stability for the 
determination of 0.10 mM A-Dopa with a polymer-modified 
electrode: r.s.d., 5.0%; 0.1 M phosphate buffer, pH 7.4; scan 
rate, 100 mV/s.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먼저, pH 7.4 

인산염 완충용액으로 조절된 1.0X 10-4 M A-Dopa 용 

액의 온도를 5〜50 oC 까지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온도 

에 따른 polymer-변성전극의 연속사용 가능 횟수를 

순환 전압-전류법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온도가 5 oC에서 35 oC 
로 증가할 때, 전극의 연속사용 가능 횟수는 약 50회 

(relative standard deviation, r.s.d. 5.0% 項 거의 동일하 

였다. 그러나 35 oC를 초과한 40 oC 이상의 고온에서는 

전극표면이 보다 빨리 손상되어 연속사용 가능 횟수 

가 40회 이하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35 oC가 A-Dopa를 정량하기 위해서 가장 적 

절한 온도라고 생각한다.

L-Dopa 의 산화반응에 대한 사전농축시간의 영향. 

Ni(II)-comple对L 변성 한 polymer-변성 전극으로 A-Dopa 
를 정량할 때, 전극에 전위를 걸기 전에 전극표면의 

중합체와 A-Dopa의 상호 작용에 의해 중합체에 축적 

되는 A-Dopa의 양은 A-Dopa의 산화전류의 응답과 전 

극 사용의 재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서 변성전극에 전위를 걸기 전에 A-Dopa를 전극에 사 

전농축하는 최적의 시간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조사하였다. 즉, 변성전극을 1.0X10-4 M A-Dopa 
용액 에 담아 사전농축하고 사전농축시 간에 따른 A-Dopa 

의 산화 전류값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

-50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Preconcentration time, sec

Fig. 6. Effect of preconcentration time on the peak height 
for 0.10 mM A-Dopa with a polymer-modified electrode: 
0.1 M phosphate buffer, pH 7.4; temperature, 35 oC; scan 
rate, 100 mV/s.

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사전농축시간이 90초 

로 증가할 때까지는 A-Dopa의 산화전류 증가는 뚜렷 

하지만, 사전농축시간이 90초 이상에서는 A-Dopa의 

산화전류 증가가 완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A-Dop宓卜 변성전극에 축적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전농축시간이 A-Dopa의 산화전류의 감도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A-Dopa의 산 

화전류의 감도와 분석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농축시 

간을 90 초로 하였다. 그리고 낮은 농도의 A-Dopa 용 

액에서는 더 긴 사전농축시간이 선택되었다.

시차펄스 전압-전류법에 의한 L-Dopa 의 정량 순환 

전압/류법으로 조사한 최적 실험조건하에서 A-Dopa 
를 전압-전류법으로 정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전압-전류법 중 감 

도가 뛰어난 펄스차이 전압-전류법 (pulse amplitude 
50 mV, pulse interval 1.0 sec and scan rate 5 mV/s)을 

써서 A-Dopa의 정량을 시도하였다.

pH 7.4 인산염 완충용액에서 변성하지 않은 유리질 

탄소전극과 14n-Ni-complex 를 이용하여 제작한 

polymer-변성전극을 사용하여 A-Dopa 에 대한 펄스차 

이 전압-전류곡선을 얻어 Fig. 7에 나타내었다. 이 때 

온도는 35 oC 이 었고, pH는 7.4, 사전농축시 간은 90초 

이었다. 이 때 polymer-변성 전극에 대한 A-Dopa의 산 

화봉우리 전위는 0.095 V(vs. SCE) 이 었다. 이 그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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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00 0 100 200 300 400 500 600

Potential, mV vs. SCE
Fig. 7. Differential pulse voltammograms of 2.0x10-4 M 
L-Dopa at a polymer-modified electrode (a) and an unmod
ified GC electrode (b). Dotted line is for blank solution: 
0.1 M phosphate buffer, pH 7.4; temperature, 35 oC; pulse 
amplitude, 50 mV; pulse interval, 1 sec; scan rate, 5 mV/s. 
Inset curve: differentical pulse voltammograms of various 
concentration L-Dopa at a polymer-modified electode.

서 점선은 polymer-변성전극에서 바탕 용액의 펄스차 

이 전압/류곡선이고, 실선 (a泛 polymer-변성전극을 

이용하여 2.0X10-4 聞 L-Dopa 용액에서 측정한 펄 

스차이 전압-전류곡선이며, 실선 (b 泛 변성하지 않은 

유리 질 탄소전극에서의 펄스차이 전압전류곡선이다. 

이렇게 얻은 펄스차이 전압/류곡선으로부터 L-Dopa 
농도에 대한 펄스차이 전압/류곡선의 봉우리 전류 

를 측정하여, 변성전극과 변성하지 않은 전극을 작업 

전극으로 사용하여 얻은 검정선을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 서 보듯이 polymer-변성 전극에 서 는 6.0 X 10-7 

〜4.0X10-4 m 사이에서 직선성이 성립하였으며, 검출 

한계는 신호 대 잡음비의 3배로써 9.0X10-8 M 이었고, 

직선성의 상관계수는 0.996 이었다. 그리고 변성하지 

않은 전극에서는 직선 감응범위는 2.0X10-5〜6.0X10-4 

M 이었고, 검출한계는 신호 대 잡음비의 3배로써 7.5X 
10-6 M, 상관계수는 0.996 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Sagar 등16의 carbon fiber로 제작된 

미소 전극을 사용하여 L-Dopa를 정량한 결과를 보면, 

선형 농도 범위 인 0.02 卩g/mL〜4.0 卩g/mL보다 넓은 직 

선 범위를 가지며 검출한계 또한 5ng/mL 인 결과와 

비교해볼 때 polymer-변성전극이 더 우수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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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libration curves for the determination of L-Dopa 
with a polymer-modified electrode (a) and an unmodified 
GC electrode (b) using differential pulse voltammetry: pH 
7.4; temperature, 35 oC; pulse amplitude, 50 mV; pulse inter
val, 1 sec; scan rate, 5 mV/s.

수 있다. 또한 Agui 등17의 carbon fiber 미소 전극에 

3-methylthiophene을 순환 전압/류법으로 전기중합 

시킨 변성전극을 사용한 정량 결과인 5.0X10-6~1.0 
X10"4 聞 선형범위와 2.1X10-6 M의 검출 한계보 

다도 더 우수한 선형범위와 검출 한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차펄스 전압-전류법에 의한 L-Dopa 정량에 미치 

는 공존물질의 영향. 이상의 L-Dopa 정량 방법을 혈 

액 및 요 등의 실제시료에 적용하고자 할 때, L-Dopa 
의 정량에 방해를 일으킬 수 있는 혈액 및 요 등의 실 

제시료에 공존하는 27가지 물질에 대한 영향을 펄스 

차이 전압-전류법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5.0X10-6 M L-Dopa 표준용액에 공존물질의 

농도를 L-Dopa의 농도 보다 10~100배로 첨가한 시험 

용액을 준비한다. 이 시험용액으로 앞에서 조사한 최 

적실험 조건하에서 펄스차이 전압/류곡선을 구하여 

봉우리전류값으로부터 회수율을 구하여 Table 1에 나 

타내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혈액 및 요 등의 실제시료 

에서 흔히 L-Dopa와 공존하는 27가지 중에서 dopamine 
을 제외한 물질들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L-Dopa를 정량할 때, 거의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실제 분석에서 dopamine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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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ference study for the determination of Z-dopaa 
with polymer modified electrode using differential pulse vol
tammetry

Interference
Concentration of 
additive (卩 mol/L)

Recovery 
土s.db(%)

Urea 500 102.3±0.3
Oxalic acid 500 100.4土0.7
Glycine 500 102.1土0.7
L-Arginine 500 100.2土0.2
Aspartic Acid 500 99.6±0.4
DL-Cystine 500 99.5±0.3
Allantoin 500 98.7土0.4
Glutamine 500 100.1土0.2
Hypoxantine 500 99.5土0.5
Xantine 500 98.8±0.2
L-Asparagine 500 100.1土0.3
p-D(+)Glucose 500 100.1±0.3
Cytidine 500 99.8±0.1
d,L-Lysine 500 97.6±0.6
Caffeine 500 101.5±0.5
Guanosine 500 99.7±0.2
Uric acid 250 99.5±0.5
Guanine 500 99.6±1.2
Sucrose 500 101.1±0.3
Cystein 500 100.7±0.4
Ascorbic acid 50 101.5±1.4
Dopamine 5 141.5±2.6
Cl- 500 99.8±0.4
Br- 500 101.2±0.3
Ca2+ 500 98.9±0.4
Mg2+ 500 99.8±0.4
Na+ 500 101.8±1.2

14n-Ni-complex polymer-modified GC electrode; pH 7.4; 
temperature, 35 oC; pulse amplitude, 50 mV; pulse interval, 
1 sec; scan rate, 5 mV/sec.

a£-dopa of 5 卩mol/L.
bAverage value of five measurements.

여, 먼저 크로마토그래법으로 dopamine을 L-Dopa로 

부터 분리한 후 polymer-변성 전극을 검출기로 사용하 

면, L-Dopa의 선택적인 검출에 대한 dopamine의 방해 

를 제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결 론

새롭게 합성한 거대고리 리간드를 가진 니켈(II)-거 

대고리 착물의 기질에 대한 족매능을 이용하여 L-Dopa 
의 분석에 응용하였다. 즉, 1,5,8,12-tetraaza-2, 4,9,11- 

tetramethylcyclotetradecinatonickel(II) 착물이 녹아있는 

아세 토나이트릴 용매에서 순환 전압전류법을 이용하 

여 전기적에너지를 전극표면에 가하면 청남색의 중 

합체 막이 전극표면에 형성된다. 이렇게 얻은 중합체 

막을 전기적 촉매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질 

L-Dop逐 확인하였다.

순환 전압-전류법에 의한 L-Dopa의 촉매능 조사에 

서 중합체 막으로 변성한 전극은 변성하지 않은 유리 

질 탄소전극에 비하여 1.0 X10-3 M L-Dopa에 대한 산 

화봉우리전위가 약 240 mV 음전위로 이동하였고, 산 

화봉우리 전류도 약 18 心 증가함을 보였다.

Ni(II)-complex를 중합체 형태로 피복하여 변성한 전 

극을 사용하여 L-Dopa를 펄스차이 전압-전류법으로 

정량 하였다. 먼저, 순환 전압-전류법으로 L-Dopa를 

정량하기 위한 최적 분석조건을 조사하여 본 결과, 최 

적 pH는 7.4 인산염 완충용액 , 온도는 35 °C, 사전농 

죽시간은 90초, 전극의 두께는 +1.80 〜-2.00 V(vs. Ag/ 
Ag+) 범위에서 1회 전위 scan한 것이 좋았다. 전극의 

안정성 조사에 서 주사 속도 0.20 V/s에 서 polymer 변 

성한 전극은 온도 35oC 에서 약 50회 (r.s.d. 5.0%) 정 

도까지 재현성 있게 사용 가능하였으며, 실리카겔과 

P2O5 이 들어 있는 갈색 데시게이터에 변성전극을 보 

관하였을 때 적어도 2달 이상의 기간 후에도 재현성 

있는 전극응답을 얻었다.

이러한 최적 조건하에서 펄스차이 전압-전류법으로 

L-Dopa에 대한 검정선을 작성하였을 때, 직선감응 범 

위는 6.0X 10-7-4.0 10-4 M 이었고, 직선의 상관계수 

는 0.996, 검출한계는 9.0X10-8 M 이었다. 실제 시료 

속의 L-Dopa를 펄스차이 전압-전류법으로 정량하기 

위해서 혈액 및 요 속에 공존하는 물질을 선정하여 

조사하였을 때, dopamine 이 뚜렷한 방해를 일으켰으 

며 그 외의 물질들에 대한 방해는 거의 없었다.

이 논문은 경북대 학교의 연구비 에 의하여 연구되었 

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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