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pISSN: 1225-4517  eISSN: 2287-3503
29(2); 201~207; February 2020 https://doi.org/10.5322/JESI.2020.29.2.201

1)1. 서 론

전이금속 중의 하나인 수은은 화학, 제약,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원소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은의 

무분별한 사용은 각종 수은 오염의 원인이 되었으며 수

은중독과 관련된 질병률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적, 사회

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Tchounwou et al., 2003). 

수은은 증발하기 쉬우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체내에 축적된 수은은 선단동통증, 헌

터ꞏ러셀 증후군(Hunter-Russel syndrome), 미나마타병

(Minamata disease) 등과 같은 생체 내 신경 시스템과 

관련된 질병을 유발한다(Weiss, 2007). 이러한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미국 독성물질 질병 등록국(Agency 

for Toxic Subtances and Disease Registry: ATSDR)

에서는 수은을 세 번째로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ATSDR, 1999). 또한, 미국 환

경 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과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수은 오염에 대한 기준을 10 nM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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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chemosensor based on a self-assembled system has been devised to detect Hg2+ions efficiently. We demonstrated 
that the amphiphilic building blocks consisting of pyrene and boronic acid (1) aggregate in aqueous solutions and provide an 
outstanding sensing platform for sensitive detection. The self-assembled 1 exhibited high selectivity and sensitivity for 
Hg2+ion detection via fluorescence quenching, where the Hg2+ion detection ensued from a fast transmetallation of 1. The 
Stern-Volmer (SV) quenching constant for its fluorescence quenching by Hg2+ions was approximately 1.58 × 108 M-1. In 
addition, self-assembled 1 exhibited excellent sensing abilities at nano-molar concentration levels when tap water and 
freshwater samples were contaminated with of Hg2+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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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이온이 존재하는 경우로 지정하는 등 수은중독의 위

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수은 오염으로부터의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검출방법이 개발되었다

(Nolan and Lippard, 2008). 일반적인 수은 검출방법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와 원자흡수 분광법(AAS)으

로써 이들 방법은 낮은 검출한계(10-7% ppm)와 높은 정

확도를 보여준다(Hoang et al., 2013). 그러나 이러한 분

석방법은 크기가 크고 고가인 분석기기를 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측정하는 과정에서 샘플을 화학적으로 처리

하는 전처리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숙련된 시험자가 

다루어야 하는 등 분석과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오랫동

안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방법의 개

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그 중 형광화학센

서(Fluorescence Chemical Sensor)는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감응도 면에서 기존의 분석방법보다 향상된 검

출능력을 나타내고 있다(Wu et al., 2017). 

형광화학센서는 기본적으로 수용체(Receptor)와 발

광단(Luminosity)으로 구성되며 검출 대상 물질과 수용

체와의 상호작용이 유도하는 형광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대상 물질을 분석한다. 화학 센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분자를 선택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야 하며 그 결과를 형광의 변화로 쉽고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Silva et al., 1997). 특히, 형광 센서의 센

싱 감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분자, 고분자, 나노입자 기

반의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는 형광 센서가 개발되어 왔

다(Basabe-Desmonts et al., 2007). 그러나 지금까지 보

고된 화학 센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센싱 감응성,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재현성 문제, 수용액에서의 낮은 용해도 

및 형광양자수율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Chatterjee et al., 2017; Chen et al., 2019). 특히 과거 

수십여 년 동안 센싱 감응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나노 몰(nM) 수준 또는 이하에서 센싱이 가

능한 센서의 개발은 여전히 도전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화학 센서의 단점을 극복하고 수

용액에서의 높은 용해도와 센싱 감응이 우수한 화학 센

서를 개발하였다. Fig. 1.에서 나타내듯이 친수성 성질을 

가진 Boronic acid를 소수성 성질의 Pyrene에 접목하여 

양친매성 물질인 화합물 1을 합성하였다. 이렇게 친수성

과 소수성을 모두 가진 화합물 1은 수용액에서 자기 조립

을 통해 응집체를 형성한다(Fig. 1). 본 연구에서는 응집

체를 형성한 화합물 1이 Hg2+이온과 반응하여 생기는 형

광 변화를 관찰하고, 수돗물, 강물 등의 실제 조건에서 

Hg2+이온을 효과적으로 센싱하는지를 확인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및 기기

2.1.1. 실험 재료

Pyrene, 4,4'-di-tert-butyl-2,2'-bipyridine, (1,5-cycl 

ooctadiene) (methoxy)iridium(I) dimer는 Sigma 

-Aldrich 사에서 구입하였다. Bis(pinacolato)diboron, 

sodium hydroxide, cyclohexane, tetrahydrofuran, 

Fig. 1. Structure of 1 and schematic illustration of its self-assembly and plausible sens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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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 acetate, dimethyl sulfoxide는 ㈜대정화금에서 구

매하였다. 물질의 정제는 Merck 사에서 구매한 Silica 

gel을 이용하였다. 다른 화학 물질과 용매들은 Fisher 

Scientific 및 Acros 사에서 구매하였다.

2.1.2. 실험 기기

NMR 기기는 Bruker 사의 AVANCE III 500를 사용

하였으며, 1H-NMR은 500 MHz에서, 13C-NMR은 125 

MHz에서 측정하였다. 각 신호의 화학적 이동(chemical 

shift)은 TMS(tetramethylsilane)를 내부기준 물질로 한 

CDCl3와 DMSO-d6를 이용하여  (ppm) 단위로 표시

하였다(multiplicity: s=singlet, d=doublet, t=triplet, 

q=quartet, m=multiplet). UV/Vis 흡수 스펙트럼은 

Sinco 사의 Mega-2100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형광 스펙트럼은 Shimadzu 사의 fluorometer 

RF-6000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화합물 2의 합성방법

시클로헥산(cyclohexane) 20.0 mL을 아르곤으로 퍼

징(purging)한 후 피렌(pyrene, 2.00 g, 9.89 mmol), 

bis(pinacolato)diboron (5.52 g, 21.8 mmol)을 넣고 1

시간 교반한다. (1,5-cyclooctaiene)(methoxy)iridium 

(I) dimer(0.06 g, 0.09 mmol)와 4,4'-di-tert-butyl 

-2,2'-dipyridyl (0.05 g, 0.18 mmol)을 첨가한 후 80℃

으로 16시간 동안 환류 교반한다. 반응이 완결되면 회전 

증발기를 이용해 유기 용매를 제거한다. 컬럼 크로마토

그래피 (DCM:Hexane=1:3)을 이용하여 흰색의 고체인 

화합물 2를 얻었다. Yield : 74%; mp 331-333℃; 1H 

NMR(500 MHz, CDCl3, ppm):  8.63 (s, 2H), 

8.16(d, 2H), 8.10 (d, 4H), 1.47(s 24H); 13C NMR 

(125 MHz, CDCl3, ppm):  131.35, 130.42, 127.78, 

126.35, 83.50, 25.03.

2.2.2. 화합물 1의 합성방법

화합물 2 (1.00 g, 2.20 mmol)를 THF/H2O(20 mL/5 

mL)에 녹이고, NaIO4(3.93 g, 17.9 mmol)를 첨가한 뒤 

40분간 실온에서 교반한다. 혼합액에 1M HCl (3 mL)

를 첨가하고 실온에서 48시간 교반한다. 반응이 종결되

면 회전 증발기를 이용해 유기 용매를 제거한다. 혼합물

을 증류수와 ethyl acetate에 녹여 분별 깔때기에 넣고 섞

어준다. 유기층을 추출하여 MgSO4를 넣어 수분을 제거

한다. 헥산(hexane)으로 여러 번 세척한 후 화합물 1을 

얻었다. Yield : 78%; mp 331-333℃; 1H NMR(500 

MHz, DMSO-d6, ppm): 8.67 (s, 4H), 8.42 (s, 4H), 

8.14 (s, 4H); 13C NMR(125 MHz, DMSO-d6, ppm): 

131.49, 130.44, 128.25, 125.28.

3. 실험 결과 및 토의

3.1. 합성

피렌을 출발물질로 하여 두 단계 반응으로 화합물 1을 

합성하였다. 먼저, 이리듐 기반의 촉매 반응(C-H 

borylation)을 통하여 피렌의 2번 위치에 boronic ester

를 접목한 화합물 2를 합성하였다(Crawford et al., 

2012). 화합물 2의 boronic ester는 NaIO4와 HCl을 이

용해 boronic acid로 전환하여 화합물 1을 합성하였다. 

각 화합물은 1H-NMR 및 13C-NMR을 이용하여 합성 여

부를 확인하였다. 화합물 2의 boronic ester 그룹에 해당

하는  1.47 ppm에서의 수소 피크와  83.50 ppm 및  

25.03 ppm 에서의 탄소 피크는 화합물 1의 NMR 스펙

트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boronic ester가 

boronic acid로 전환된 화합물 1이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구조적 특성

화합물 1의 수용액 및 메탄올에서의 구조적 특성을 

Fig. 2. Synthesis of (i) B2Pin2, IrOMe(COD)2, dtbpy, cyclohexane, 80 ℃; (ii) NaIO4, 1 M HCl, THF/H2O,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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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과 동적광산란법(Dynamic Light Scattering: DLS)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는 화합물 

1(5.0 × 10-6 M)의 수용액을 carbon grid에 분포하여 측

정하였다(Fig. 3a).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를 통해 화합

물 1은 자가조립(self-assembly)해 구형의 응집체를 형

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응집체의 평균 크기는 대략 

230 nm를 나타냈다. 동적광산란법은 수용액 상에서 화

합물의 응집 현상에 따른 입자의 크기 분포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화합물 1(5.0 × 10-6 M) 수용액을 cuvette

에 넣고 측정한 결과 평균 373 nm를 나타냈다(Fig. 3b). 

이 결과는 화합물 1은 수용액에서 자가 조립하여 응집체

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화합

물 1을 잘 용해시키는 메탄올에서는 그 크기를 나타내는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화합물 1

이 메탄올에서는 응집체가 아닌 각각 분리된 상태로 존

재함을 나타낸다. 즉, 위 두 결과를 바탕으로 화합물 1은 

수용액상에서 자가조립하여 일정 크기를 갖는 입자 형태

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3.3. 광물리학적 특성

3.3.1. 선택성(Selectivity) 실험

수용액상에서 응집된 화합물 1의 특정 금속이온에 대

한 선택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금속이온 존재하에 

형광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Fig. 4에서 나타내듯이 화

합물 1(5.0 × 10-6 M) 수용액에 과량의 다양한 금속 이온

들(Li+, Na+, K+, Cs+, Ag+, Mg2+, Ca2+, Sr2+, Ba2+, 

Mn2+, Fe2+, Co2+, Ni2+, Cu2+, Zn2+, Cd2+, Hg2+, Sn2+, 

Pb2+, 그리고 Fe3+)을 첨가하여 형광 변화를 측정한 결과 

Hg2+이온은 화합물 1의 형광을 효과적으로 소광시켰으

며, 3.0 × 10-6 M의 Hg2+이온을 첨가하였을 때 대략 

97.8%의 형광이 소광되었다. 반면에 다른 금속 이온들은 

무시할 정도의 형광 소광을 나타내었다. 화합물 1의 

Hg2+이온에 대한 선택성은 aryl boronic acid와 Hg2+이

Fig. 4. Fluorescence intensity change of 1 (5.0 ×  10-6 M)  

in H2O upon addition of various metal ions(1.0 ×  

10-5 M). The chloride salts of metal ions: 1: blank, 

2:Li+, 3:Na+, 4:K+, 5:Cs+, 6:Mg2+, 7:Ca2+, 8:Sr2+, 

9:Ba2+, 10:Mn2+, 11:Fe2+, 12:Fe3+, 13:Co2+, 14:Ni2+, 

15:Cu2+, 16:Ag+, 17:Zn2+, 18:Cd2+, 19:Hg2+, 20:Sn2+, 

21:Pb2+. Excitation at 335 nm, fluorescence intensity 

was monitored at 387 nm.

Fig. 3. (a) SEM image and (b) hydrodynamic radii obtained from DLS for 1 (5.0 × 10-6 M) in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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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간의 Transmetallation으로 유발된 것이라 보인다

(Matsushita et al., 2005). Hg2+이온과 착물(Complex)

을 형성한 화합물 1의 형광 소광은 피렌의 들뜬상태가 된 

전가가 Hg2+이온으로 electron transfer가 발생하여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3.3.2. 감응성(Sensitivity) 실험

화합물 1의 용액에 Hg2+이온을 적가하여 나타나는 형

광 변화를 통해 Hg2+이온에 대한 감응성을 측정하였다. 

5.0 × 10-6 M의 화합물 1 수용액 및 메탄올 용액에 Hg2+

이온을 적가하여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응집체가 형성된 수용액에서는 저농도의 Hg2+이온에도 

효율적으로 형광소광을 나타냈었다(Fig. 5a). 그러나 분

리된 형태로 존재하는 메탄올에서는 과량의 Hg2+이온을 

적가해야 형광의 변화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Fig. 

5b). Fig. 5c에서 나타내듯이 Hg2+이온의 적가에 따른 

수용액 및 메탄올에서의 Stern-Volmer (SV) plot은 형

광소광에 대한 효율성을 잘 설명한다. 수용액에서는 

Hg2+이온을 적가함에 따라 비선형의 증폭된 형광소광

(amplified quenching)을 보이며, SV quenching 상수

는 Ksv = 1.6 × 108 M-1으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반면

에 메탄올에서는 낮은 기울기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작

은 SV quenching 상수(Ksv = 5.3 × 105 M-1)값을 나타

내었다. 이 결과는 화합물의 응집체 형성 여부가 Hg2+이

온에 대한 감응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

한 응집된 화합물 1의 향상된 소광 효과는 기존 고분자 

기반의 형광 센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응집된 화합물 1 

내에서 피렌 작용기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효율적인 전자 

전달을 유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4. 수돗물 및 강물에서의 Hg2+이온 검출

  응집된 화합물 1이 수돗물 및 강물과 같은 실질적

인 조건에서 Hg2+이온을 효과적으로 검출하는지 확인하

였다. 수돗물 및 강물에 화합물 1을 넣고 Hg2+이온을 적

가한 후 형광 스펙트럼의 변화를 정제수를 사용한 경우

와 비교하였다(Fig. 6a). 수돗물 및 강물에서 화합물 1은 

정제수를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Hg2+이온과 반응하

여 형광 소광을 나타낸다. 수돗물 및 강물에서 Hg2+이온 

적가 하였을 때 화합물 1의 소광에 따른 SV quenching 

상수는 각각 Ksv = 2.2 × 106 M-1와 Ksv = 1.9 × 106 M-1

으로 수용액에서의 상수 (Ksv = 1.6 × 108 M-1)와는 다소 

Fig 5. Fluorescence intensity change of 1 (5.0 × 10-6 M) in 

H2O upon the addition of various amounts of 

Hg2+ion in (a) H2O and (b) MeOH; (c) Stern-Volmer 

(SV) plot of 1 (5.0 × 10-6 M) titrated with Hg2+ions 

in H2O and MeOH.

차이를 보이지만 매우 높은 상수값을 나타냈다. 이 결과

는 화합물 1이 다양한 경쟁 물질이 존재하는 실질적인 조

건에서도 Hg2+이온에 대해 높은 감응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6b는 화합물 1을 이용해 Hg2+이온

을 정제수, 수돗물, 강물에서 가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낸다. 샘플병에 정제수, 수돗물, 강물을 넣고 화

합물 1(5.0 × 10-6 M) 용액을 만들어 각각의 용액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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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6 M Hg2+이온을 첨가 후 형광 변화를 측정한 

결과 각 용액에서 Hg2+이온의 유무를 가시적으로 관찰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은을 검출하는 자기 조립 기반의 새로

운 센서를 개발하였다. 양친매성 물질인 화합물 1은 수용

액에서 응집체를 형성하며 극미량의 Hg2+이온에 대해 

높은 선택성과 감응성을 보여주었다. 화합물 1의 Hg2+이

온에 대한 높은 감응성은 응집된 화합물 1 내의 피렌 작

용기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효율적인 전자이동 효과 

때문이다. 화합물 1의 높은 선택성과 감응성으로 인해 다

양한 경쟁 물질이 존재하는 수돗물, 강물 같은 실제 조건

에서도 Hg2+이온에 대해 효율적으로 형광 소광을 나타

내며 실제적인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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