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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새로운 管形 PVC膜 질산이온 選擇性 電極을 제작하여 그 性能을 조사하였다. 電極膜의 組成을 

5 % aliquat-NO3 용액+ 32 % poly(vinylchloride) + 63 % dibutyl sebecate로 하였을 때 전극의 感應特性이 

최적이었으며, 이 때의 감응기울기는 58.5± 0.1 mV/decade, 檢出限界는 0,02 mM, 感應時間(t%)은 25초이 

었다. 이 전극을 써서 아질산이온을 連續 • 自動化法으로 정량하였다. Recipient 용액은 pH 7.6의 10-勺巧 

燐酸鹽 緩衝溶液을 쓰고 여기에 酸化劑로서 過酸化水素를 03%가 되도록 포함시겼다. 전극계의 最適條件 

에서 아질산이온 標準溶液 8.0X10-5m~5.oxk)—2m의 범위에서 직선적인 감응을 나타내었으며, 이 때의 

감응기울기는 56.8± 0.2 mV/decade이었다.

ABSTRACT. A new tubular poly(vinyl chloride) membrane type of nitrate selective electrode was 
prepared and its characteristics were evaluated. The response slope, detection limit, and response time 
(t^g) under the optimum membrane composition (5 % aliquat-NO3 solution + 32 % poly (vinyl chloride) + 
63 % dibutyl sebecate) of the electrode were 58.5± 0.1 mV/decade, 2.0X10-5M, and 25 seconds, respec
tively. The nitrite ion was determined by the continuous-automated method using the new electrode. 
10" M phosphate buffer solution (pH 7.6) was used as a recipient solution. And also hydrogen peroxide 
(0.3%) was added to the recipient as an oxidant. The linear response range and response slope for 
the standard nitrite solution under the optimum condition of this electrode system were 8.0X 10^5M—5.0 
X 10~2Af and 56.8± 0.2 mV/decad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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緒 論

최근 分析機器 및 장치의 自動化 추세는 이온선 

택성 전극을 感應器(sensor)로서 쓰는 방법에도 확 

산되고 있다. Snyder 등' 및 Bailey2는 이온선택성 

전극을 이용한 連續 • 自動化 裝置系에 대하여 총설 

적으로 보고한 바 있다. Hansen 등3은 시판되는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을 감응기로서 쓰고, 이 전극을 

연속 • 흐름측정용 쎌에 장치하여 環境試料 중의 질 

산이온을 連續的으로 定量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또한 Durst，는 氣體透析室을 이용하여 시료 중의 

HCN 氣體種을 용액으로부터 分離시키고, 이것을 

시안화이온 선택성 전극으로 측정하는 시안화이온 

定量用 連續 • 自動化 裝置를 개발하였다.

이온선택성 전극을 感應器로서 쓰는 연속 • 자동 

화 장치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전극의 感應時間이 빨 

라야 한다. 그러나 시판되는 전극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形態 및 構造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최근에는 PVC를 支持體로서 사용하는 管形 이온選 

擇性 電極을 개발하고, 이것을 연속 • 자동화 장치 

계의 最終感應器로서 이용하고 있다. 이들의 대표 

적인 예로는 Meyerhoff5, Fraticelli 등七 Opdycke 
등7, Lee 등8이 있다. 또한, Fraticelli 등°은 관형 

PVC막 이온선택성 전극을 이용하는 연속• 자동화 

장치계에 酵素反應을 이용하여 몇 가지의 生體關聯 

化合物을 정량하는 데에도 응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료 중에 용해되어 있는 

窒素酸化物을 연속 • 자동화법으로 정량하기 위하여 

새로운 氣體感應膜 電極系를 개발하였다. 곧 最終 

感應電極으로서는 새롭게 고안 • 제작한 관형 PVC막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을 사용하였고 시료 중의 측 

정성분을 揮發性 分子狀態로 바꾸어 氣體透析現像을 

이용하여 분리하였으며, 시료주입에서 측정 및 기 

록에 이르는 모든 측정장치를 連續 • 自動化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우선 최종감응기로서 사용할 관형 

PVC막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을 개발하고, 이 전극의 

感應特性을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전극계의 여러 

가지의 感應因子를 조사하여 이것을 最適化하고, 

정량에 필요한 檢定曲線을 구하였다. 또, 이 방법을 

이용한 정량법과 다른 정량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였 

다.

裝置. 본 실험에 사용한 連續 • 自動化 裝置의 

구성과 배열은 前報如에 나타낸 바와 같다. 한편, 

시판되는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으로는 Orion製(mo

del 93-07)를 썼다.

試藥. 질산이온 標準溶液의 제조에는 Wako製 

특급시약 질산나트륨을 썼으며, methyltricarpryly- 
lammonium chloride와 1-decanol은 Flukm製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이외에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前報心에 나타낸 것과 같다.

窒酸이온 交換旭의 製造. Methyltricarpyrylyla- 
mmonium chloride(商品名 Aliquat 336) 15 m/에 

1-decanol 2 m/를 가하여 용해시킨 다음, 여기에 1.0 
M KNO3 수용액 10 m/를 넣어 약 10분간 흔들어 

섞는다. 이 용액을 정치한 후 수용액은 버리^, 다시 

KNO3 수용액을 첨가하는 위의 조작을 6〜7회 되 

풀이 한다. 최종의 수용액에 C「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온交換反應이 완결된 것으로 본다. 다음에는 유 

기용액 중에 잔류하는 水分을 제거하기 위하여 高 

速遠心分離하였다. 이 용액을 aliquat-NO3 용액이라 

고 명명하였으며, 질산이온 交換體로 사용하였다.

管形 PVC膜 室酸이온 選擇性 電極의 製造. 관형 

PVC막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의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곧 支持體인 PVC, 질산이온 交換體溶液(ali- 
quat-NO3), 可塑劑인 dibutyl sebecate를 각각 일정 

한 무게씩 취하여 용매인 tetrahydrofuran lm/에 

혼합하고 충분히 흔들어 용해시키면, 질산이온 감 

응막 제조용 용액이 된다. 이 용액을 써서 前報와 

같은 방법 mu에 따라 전극을 제작하고, 内部基準溶 

液으로는 AgCl이 포화된 5 mM NaNO3 용액을 쓰면 

관형 PVC막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이 완성된다.

测定原理 및 操作. 일정한 농도의 아질산이온 

標準溶液을 이 장치계에 공급하면, 前報"에 나타낸 

바와 같이 diluent에 의한 氣體化, 氣體透析室에서의 

擴散, recipient 용액에서의 解離 등의 과정*을 거 

쳐서 recipient 용액의 pNC>3가 변화하게 된다. 이 

변화를 最終感應器인 관형 PVC막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과 基準電極을 짝지은 전지의 起電力의 변화로 

서 측정하며, 이것을 pH/Ion 미터와 연결되어 있는 

記錄器가 기록하게 된다. 한편, 이 장치계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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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질산이온을 정량하는 구체적인 測定操作은 前 

報m에 나타낸 것과 같다.

結果 및 考察

管形 PVC膜 窒酸이온 選擇性 電極의 感應特性

水容液中의 아질산이온 또는 질산이온을 連續 . 

自動化法으로 정량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형 PVC막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을 제작하고, 그 性能을 조사 

하였다.

膜組成의 影彎. 막을 이루고 있는 이온교환체 

aliquat-NQj, 지지체 PVC 및 가소제 dibutyl sebe- 
cate의 조성을 변화시켜서 제작한 電極의 感應特性 

을 각각 조사하여 Table 】에 나타내었다. 이 표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온교환체의 含量을 

5 %로 하였을 때, 감응기울기는 최대로 되어 Nernst 
기울기에 가장 가까우며 檢出限界도 낮아졌고, 특히 

感應時間이 현저하게 단축되었다. 液體膜 이온선택 

성 전극의 감응시간은 주로 이온교환체의 分配係數 

와 擴散係數, 측정이온의 분배계수와 확산계수 및 

擴散層의 두께와 같은 여러 가지의 인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Birch 등*은 誘電常數가 

다른 여러 가지의 가소제를 써서 제작한 관형 PVC 막 

界面活性劑電極의 감응시간이 가소제의 유전상수와 

거의 線型的인 관계에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결과는 이온교환체의 擴散係數가 액체막전극의 感 

應時間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임을 뜻한다. 곧 可 

塑劑의 유전상수가 작을수록 이온교환체의 확산계 

수는 작아지며, 擴散係數의 감소로 인하여 전극의 

감응시간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소제의 유 

전상수가 작을수록 液體膜電極의 감응시간이 단축 

되는 것을 Morf 등m은 감응모델을 써서 数式化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곧 PVC/} 칼륨이온 선택성 전극을 

써서 조사한 감응시간에 대한 實驗結果와 計算値가 

일치함을 보였다. 그러나 가소제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전극의 耐久性은 떨어지고, 壽命도 단축되었 

으며, 특히 가소제의 함량이 70% 이상인 전극은 

내구성이 극히 떨어져서 거의 實用價値가 없었다. 

支持體인 PVC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전극의 감응 

기울기는 다소 감소하였고, 感應時間도 길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PVC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 

로 가소제의 含量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관형 PVC막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의 

膜組成은 이온교환체와 지지체 및 가소제의 含量比 

가 약 5 ： 32 ： 63 정도가 될 때 전극의 성능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感應霞極膜 두께의 影響. 最適組成의 電極膜 製 

造用 溶液을 써서 막의 두께를 다르게 하여 제조한 

전극의 感應特性을 각각 조사하여 Fig. 1에 나타내 

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막의

*(A) ； ion-exchanger, aliquat-NO3 in 1-decanol (B) ； poly(vinyl chloride) (C) ； plasticizer, dibutyl sebecate.

Table L Effect membrane composi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itrate selective electrode

Membrane composition*  
(A)：(B)：(C) (w%)

Response slope 
(mV/decade)

Response time
(蜘,sec)

Life time 
(hour)

1 ： 35 ： 64 48.4 32 15
3 ： 35 ： 62 52.7 40 50
5 ： 35 ： 60 56.3 28 75
7 ： 35 ： 58 56.0 52 100
9 ： 35 ： 56 55.8 50 125

11 ： 35 ： 54 56.0 55 135
5 ： 40 ： 55 55.0 48 135
5 ： 38 ： 57 55.8 46 135
5 ： 36 ： 59 54.9 34 120
5 ： 34 ： 61 56.2 28 115
5 ： 32 ： 63 58.5 25 105
5 ： 30 ： 65 57.6 22 70
5 ： 28 ： 67 56.4 2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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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idtness (■)

Fig. 1. Response slope(•, le仕 scale) and response 
time(c, right scale) as a function of the thickness 
of electrode membrane.

두께가 증가할수록 전극의 감응기울기는 점차 증가 

하고, 感應時間도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電極膜의 두께가 약 0.15mm 정도로 되면 

전극의 감응기울기는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0.3mm 이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편, 전극 

막의 感應時間은 막의 두께가 0.3 mm 이상이 되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Suzuki 둥과 

Lee 등如의 實驗結果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전극막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막의 抵抗이 

증가하고, 電極電位의 出力이 감소되므로 전극막의 

두께는 電位勾配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Fig. 1의 결과로부터 電極膜의 두께는 전극의 

감응기울기와 감응시간에 각각 상반되는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전극막의 두께가 0.2 mm 정도일 때에 

이들 두 感應特性이 비교적 우수함을 알 수 있다•

pH의 影響. 試料溶液의 pH가 관형 PVC막 질 

산이온 선택성 전극의 전극전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pH의 標準緩衝溶液을 

Schulthess 등”의 방법에 따라 만들고, 이 용액을 

써서 농도가 다른 질산이온 표준용액(1(厂*〜 10" 

M) 을 제조하고, 각각의 용액에 대한 起電力을 측 

정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료용액의 pH가 4이상이거나 10 
이하가 되면 起電力이 용액의 pH에 무관한 일정한 

값을 가지지만, 그 이외의 범위에서는 기전력이 

pH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전력이 

pH에 무관한 pH범위는 試料溶液의 濃度가 증가할 

수록 점차 넓어졌다. 한편, 시료용액의 경

우에 기전력에 무관한 pH 범위는 pH3〜11이며, 이

가，

Fig. 2. Effect of pH on the electrode potential for so
dium nitrate standard solutions, (a) ； 10~4M, (b)； 
10-3M, (c) ； 10「W.

Table 2. Selectivity coefficients of the nitrate selective 
electrode of tubular PVC membrane type and com
mercial electrode

Interferants
K,*

tubular PVC Orion 93-07

cr 0.004 0.01
r 15 20
no2- 0.005 0.08
CIO厂 100 100
H2PO4- 0.001 0.005
HPO?- 0.001 0.002
Ac- 0.001 0.008
so," 0.0005 0.001
MnO「 20 50

•Selectivity coefficient of nitrate selective electrode 
evaluated by separated solution method.

범위는 Suzuki 등'5과 Lee 등%] epoxy 수지를 

지지체로 쓴 被服膜 窒酸이온 選擇性 電極에서의 pH 

범위인 pH2.5~10보다도 염기성쪽의 범위가 다소 

넓다. 이와 같이 전극의 기전력이 용액의 pH에 영 

향을 받으므로 특히 大氣試料나 농도가 묽은 環境 

試料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용액의 pH조절에 유 

의하여야 한다.

妨害種의 影馨. 여러 가지의 방해이온에 대한 

관형 pvc막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의 ■選擇係數를 

單獨溶液法'8으로 구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市販電極의 그것과 비교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F, C10「, MnO4~ 
등의 妨害는 비교적 컸으나, 전체적으로는 시판 

전극과 비슷하거나 다소 개선된 결과를 얻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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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the upper(o) and lower(«) linear 
limit of the nitrate selective electrode of tubular PVC
membrane type with time.

Fig. 5. Effect of pH of the recipient buffered stream 
on the linear response ranges for 사le automated de
termination of nitrite.

Fig. 4. Variation of response slope of the nitrate sele
ctive electrode of tubular PVC membrane type with 
time.

것을 Coetzee 등", Kneebone 등20 및 Suzuki 등陆의 

研究結果와 비교하여 보면 1一, C10「, MnO4- 등은 

본 연구의 결과가 더 큰 값으로 나타났고, HP。’。과

-은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NO?-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결과(K=0.01~0.05)보다 크게 개선되었 

고，I&PO「과(3「의 경우에도 다소 개선된 결과를 

얻었다.

置極의 壽命. 관형 PVC막 질산이온 선택성 전 

극의 使用時間에 따라 電極性能의 變化를 조사하여 

F讶.3과 4에 각각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전극은 약 100시간 까지는 

사용시간에 따른 전극성능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계속하여 그 이상 사용하게 되면 전극의 감응기울 

기는 크게 감소하였고 直線感應範圍도 점차 좁아졌 

다.

이러한 현상은 전극막의 構成成分 중의 하나인 

可塑劑 dibutyl sebecate의 誘電常數가 비교적 작은 

값(e=5) 이므로 물에는 거의 녹지 않지만, 전극을 

오래 쓰게 되면 지지체인 PVC의 支持能力이 차츰 

떨어져서 PVC로부터 가소제가 소량씩 流出되어 나 

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전극을 

그 성능이 떨어지지 않은 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약 100시간 정도로 추정된다.

管形 PVC膜 窒酸이온 選擇性 電極을 이용한 亞 

室酸이온의 連績 • 自動化 定■

새로 考案 • 製作한 관형 PVC막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을 最終感應器로 써서 아질산이온을 連續 • 自 

動化法으로 정량하였다.

Recipient 용액의 pH. Recipient 전해 질로서 0.01 
M의 燐酸鹽 緩衝溶液을 써서 pH 6.8〜 8.6의 범위 

에서 recipient 용액의 pH가 전극의 直線感應範圍에 

미치는 影響을 조사하여 F讶. 5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recipient 용액의 

pH가 증가할수록 전극의 直線感應範圍는 점차 넓 

어지다가 pH 7.7 이상에서는 오히려 좁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recipient 용액의 pH가 증가함에 

따라 시료 중의 二酸化窒素 기체종의 透析効率이 

증가되고 酸化劑의 산화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반면, 

pH 7.8 이상이 되면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극의 바탕전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이 장치계에서는 recipient 용액으 

로서 일정한 pH의 완충용액을 쓰므로 氣體種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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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4 3 2 IpNOa

Fig. 6. Effect of the hydrogen peroxide concentration 
on the electrode response of the automated determi
nation of nitrite, (o) ； 0.05 %, (•) ； 0.1 %,(3)； 0.15 
%, (c) ； 0.2 %, (o) ； 0.3 %, (@) ； 0.5 %,

(g)의 투석으로 인한 pH의 변화를 거의 방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료용액의 농도변화에 따른 透析 

効率의 변화 또는 解離種의 分率의 변화 등을 最 

小化할 수 있다". 또한, recipient 전해질로서는 이 

전극에 대한 選擇係數가 비교적 작은 인산염 완충 

용액을 쓰고, 그 농도를 낮게하여 바탕전위를 최소로 

하였다.

酸化劑의 濃度. Recipient 용액에 산화제로서 

過酸化水素를 각각 0.05-0.5% 범위로 포함되도록 

하여 과산화수소의 包含量에 따른 전극감응의 변화 

를 조사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산화제의 농도가 0.3 %로 될 

때까지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극의 감응기울기와 

檢出限界가 차츰 개선되었으나, 0.3% 이상의 농도 

에서 酸化劑의 농도증가에 따라 전극의 감응이 큰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료농도가 진한 영역에 

서는 오히려 감응이 나빠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화제로서 過酸化水素를 recipient 용액에 0.3 %가 

되도록 포함시켰다. 한편, 아질산이온을 질산이온으 

로 定量的으로 산화시킬 수 있는 산화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气 酸化劑 自體 또는 酸化生成物이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에 대하여 選擇係數가 작아서 

起電力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산화수소를 

선택하였다.

亞窒酸이온의 檢定曲線. 관형 PVC막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을 써서 아질산이온을 連續 • 自動化法

«--- TIME
Fig. 7. A typical strip chart recording for the automa
ted determination of nitrite.

Fig. 8. Calibration curve for the automated determi
nation of nitrite.

으로 정량할 때에 電極系의 最適條件에서 구한 strip 
chart recording을 Fig. 7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 

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간당 약 20개 정도의 

빠른 속도로 시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 前報m에서 

보고한 바 있는 관형 pH전극 보다도 기전력의 바 

탕선으로의 復歸能力이 더욱 우수하였다. 이것은 

주로 관형 PVC막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의 感應時 

間이 크게 감소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7로부터 각각의 試料濃度에 해당하는 피이크 

기전력을 구하여 아질산이온의 정량에 필요한 檢定 

曲線을 구하여 Fig. 8에 도시하였다. 이 검정곡선으로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壻解氣體 分析用 氣體感應膜 이온選擇性 電極（第3報） 57

Ta비e 3. Comparison of selectivity coefficients for the determination of nitrate using the various ion-selective 
electrodes

Interferants Commercial" Tubular PVC° Tubular PVC”
 nitrate 이ectrode pH electrode nitrate electrode

v

一
一 3

03
03- 

ar

clm
N0
HS
HC
s2-
CN

1
 
- 
o
 2

05
02
35 

22

L

Q

<10-
<10-

書
0.98
0.65
0.06
0.05

上x

<10
0.10
0.02
0.05
0.05

"Values evaluated by separate solution method. "Values evaluated by mixed solution method.

부터 구한 전극의 감응기울기와 檢出限界 및 直線 

感應範圍는 각각 56.8± 0.2 mV/decade와 5.0 X10"5 
M 및 8.0X10* 〜5.0X10-W이었다. 이 결과는 

前報에서 구한 관형 pH전극의 경우보다 전극의 感 

應特性이 많이 개선된 것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관형 

PVC막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을 개발하여 最終感應 

器로서 쓰루 recipient 용액을 일정한 pH로 유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시료농도에 따른 氣體種의 

透析効率이 일정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妨害種의 影響. 관형 PVC막 질산이온 선택성 전 

극을 써서 아질산이온을 連續 • 自動化法으로 정량할 

때에 여러 가지의 방해이온종에 대한 選擇係數를 

구하였으며, 이 결과를 市販電極 및 관형 pH전극을 

쓴 前報如의 결과와도 비교하여 Table 3에 나타내 

었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판전극을 

쓸 때에는 1가 음이온의 방해가 매우 컸으며, 관형 

pH전극의 경우에는 酸性氣體種의 방해가 비교적 

컸다. 그러나 관형 PVC막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을 

쓰게 되면 음이온은 물론 산성기체종의 방해도 매우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이 방법의 選擇性이 크게 증가한 것은 

氣體透析室을 써서 시료용액으로부터 NQ를 분리한 

다음 측정하는 이른바 氣體感應膜 이온선택성 전극 

의 측정원리를 이용하였다는 점과 감응시간이 비 

교적 빠르고 기존의 전극들보다 선택성이 개선된 

새로운 질산이온 선택성 전극을 개발하여 이 전극을 

連續•自動化 裝置의 최종감응기로서 이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연구비를 지원해 주신 한 

국과학재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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