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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Bakelite-A)-(22-bipyridine)-Nickel(II) Nitrate 착물 막전극이 질산이온 선택성 막전극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 막전극은 수소 이온이나 2가 및 3가 음이온에는 감응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이 막전극의 

수명, 감웅 농도 범위, 감응 시간 및 이온 선택성 등 전기 화학적 성질과 착물 리간드의 유성도 크기_사이의 

관계를 비교 고찰하였고 또한 막의 최적 조건의 착물조성 구조로부터 막의 이온교환 메카니즘을 고찰하였다.

ABSTRACT. (Bakelite-A)-(2,2'-bipyridine)-Nickel(II) Nitrate complexes were tested as ion exchanger 
for nitrate ion-selective electrode. The experimentally observed selectivity and electrode characteristics 
were relatively in good agreement with the exchanger lipophilicity in the membrane phase.

Based on chemical composition, mechanisms for exchange with nitrate ion and internal electrical con
duction were postulated. Analytical application to the determination of nitrate were studied.

서 론

PVC를 지자체로 하고 가소제를 유기용매로 그 

리고 금속 착물을 이온 운반체로 하는 막전극에 관해 

많은 연구 보고1~3가 있다. 특히 이들 막전극에 대해 

음이온 선택성과 전기 화학적 성질 즉 막전위 감웅도 

(response potential), 감응 농도 범위 (response cone, 
range), 평형 전위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감응 시간 

(response time), 막전극의 수명(life time) 등을 향 

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 결과 보고 

也6도 많다. 저자도 암모니아 또는 아닐린을 촉 

매로하여 합성한-bakelite-A 수지를 써서 Ni(ID 착 

물을 만들고 이것올 질산이온 선택성 막전극으로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최근 Hulanicki 등"g은 

리간드의 친유성도(lipophilicity)와 막전극의 이온 

선택성 및 전기 화학적 성질 사이에 중요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모니아 또는 아닐린을 촉매로하 

여 얻은 bakelite-A와 2,2*-bipyridine 등의 혼합 리 

간드-Ni(ID 착물을 만들고 이들 막전극에 대해 이온 

선택성 및 전기 화학적 성질 등을 실험적으로 고 

찰하고 이런 기초 실험을 통해 질산이온 선택성 

막으로서의 장단점을 이미 보고，赤8"된 막들과 비교 

검토하고 나아가서 분석화학에의 응용을 고찰해 보 

았다.

실 험

시약, 기기 및 기구

시약. 중합체 막의 합성에서는 페놀(Qunsei E.P.), 
포름알데히드 37% 용액(Merck GR), 암모니아 수 

28% 용액 (Nakarai E.P.), 아닐린(Shinyo G.R.), 테 

트라히드로프란(THF) (Junsei E.P.), Ni(NO3)2 - 6H2 
0 (Merck E.G.),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Qunsei 
E.P.), 프탈산 이메틸。unsei E.P.)를 사용하였으며, 

리간드로 22-bipyridine (Fluka A_G.)를 썼고, 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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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제조에는 시트르산(Merck E.P.), 시트르산 나 

트륨(Hayasi E.P.)를 사용하였다.

전위차 측정에는 질산 칼륨, 과염소산 칼륨 염화 

칼륨, 브롬화 칼류 요오드화 칼륨 황산 칼륨 헥사 

시아노철(II) 칼륨(Kanto E.P.), 질산, 수산화 나트륨 

(Hayashi E.P.) 등을 사용하였다.

기기 및 기구. 전위차는 Metrohm 605 pH me- 
ter로 측정하였으며, 기준 전극으로 Metrohm AG 
910 Herisau 포화 칼로멜 전극을 사용하였다. 수소 

이온 농도의 측정은 Chemtrix 60A를 이용하였으며, 

저항 측정은 Keithley Instruments 610C Electro- 

meter로 측정하였다.

막전극 제조

Bakelite-A의 합성. Bakelite-A 합성시 염기성 

촉매로 암모니아 또는 아닐린을 사용하는 바, 이들의 

합성은 이미 보고한 방법6에 따라 합성하였다. 여 

기서 편의상 암모니아 촉매로 합성한 수지를 bake- 
lite-A(m), 아닐린 촉매로 합성한 수지를 bakelite-A 
(n)으로 표시하였다. 합성방법은 페놀 15g을 포름 

알데히드(37% 용액) 15 g과 함께 100 E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넣고 용해시킨 후, 암모니아 수28% 용 

액) 4.0 m/(아닐린은 7.3 m2)를 가하고 65t 하에서 

반응시켜 노란색의 bakelite-A(m)과 b@ite-A(n)을 

각각 얻었다. 한편 이들의 분자구조와 분자량에 대 

해서는 이미 밝힌 .바V 있다.

(Bakelite-A>(2,2,-bipyridine>Ni(NOj)2 막전극 제 

조. 최적 조건의 막 조성을 실험에 의해 얻고(7次屁 

1 중。표), 그 조성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막전극을 

만들었다. 즉 Ni(NC)3)2 - 6H2O 0.45 g에 리간드로 

bakelite-A(m) 1.13 g(bakelite-A(n)은 0.73 g)과 2,2'- 
bipyridine 0.193 g, 지지체로 PVC 1.0 g, 가소제 겸 

막내부의 용제로 프탈산 이메틸 1.0m/를 THF 25.0 
mZ에 용해시켜 페트리 접시(직경-10cm)에 붓고 25 
에서 덮개를 하여 24시간 성형시킨 후, 덮개를 

제거하여 48시간 방치한 다음 공기 중에서 3일간 

건조시켰다.

이렇게 얻은 막의 두께는 대략 0.15-0.18cm 정도 

이었으며, 이것을 반경 1cm의 둥근 원판으로 잘라 

내어 반경 0.6cm 크기의 구멍이 뚫어진 길이 7cm, 
반경 1cm의 유리관에 에폭시 접착제(Bison Combi, 
Holland)로 부착시킨 다음 0.1 M KNO3 기준용액을 

넣고 포화 칼로멜 전극을 꽂아 지시 전극으로 사 

용하였다.

전위차 측정. 전위차 측정을 위한 전지 연결은 

다음과 같다.

Hg/HgaCL, Cl-//Test Soln./Membrane/0.1 M 
KNCM/Cr, HgaCWHg

막전극의 전위차 측정은 묽은 농도에서 진한 농 

도의 순으로 측정했고 매 측정시마다 증류수로 세 

척하여 막 표면의 흡착물을 제거하였다. 전위차 측 

정은 안정된 전위를 0.1 mV까지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Bakelite-A)-(2,2'-bipyridine)-Ni(II)막의 최적 조 

건. NO3- 이온 선택성 막전극에 관해 많은 연구 

보고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혼합 착화제를 쓴 

막전극에 관한 연구 보고는 드물다.

Table 1. The composition of (bakelite-A(m))-(2，2'-bipyridine)-Ni(NC)3)2 and (bakelite-A(n))-(22,-bipyridine)-Ni(NO3)2 
membrane

No.
Ni(NO3)r6H2O

(g)
Bakelite-A(m)

(g)
2,2/-Bipyridine

(g)
PVC
(g)

DMPfl 
(mZ)

Bakelite-A(n)
(g)

1 0.45 ' 0.80 0.193 1.0 1.0 0.49
2 0.45， 1.13。 0.193。 1.0* 1.(/ 0.736
3 0.45 1.58 0.193 1.0 1.0 1.08
4 0.45 1.80 0.193 1.0 1.0 122
5 0.45 1.13 0.097 1.0 1.0 0.73
6 0.45 1.13 0.120 1.0 1.0 0.73

7 0.45 1.13 0.241 1.0 1.0 0.73

^Dimethyl phthalate. ^Optimum compositions of memb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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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bakelite-A(m))-Ni(N()3)2 및 (bake- 
lite-A(n))-Ni(NO3)2 등에 2,2'-bipyridine과 같은 킬 

레이트제를 더 반응시켜 이온 운반체(ion carrier)로 

하고, 여기에 가소제를 용매로 하여 PVC와 함께 

성형시킨 막을 만들어 NO3- 이온에 감응하는 영향 

을 PVC 양의 효과, 가소제의 무게 효과 두 종류의 

bakelite-A와 2,2'-bi-pyridine과의 혼합 착화제에 따 

른 리간드 효과 및 그들 무게 효과 등을 조사하여 

막을 만드는 최적 조건을 다음과 같이 얻었다.

PVC 무게 효과. PVC를 지지체로 하는 막전극 

에서 PVC의 양과 가소제의 양 및 그 종류에 따라 

막의 유연성, 막전극의 감응성, 이온 선택성, 막전 

극의 수명 및 평형 전위에 걸리는 시간 등 전극의 

전기 화학적 성질에 큰 영향을미친다.

PVC 양의 최적 조건을 찾기 위해 Table J 중 최적 

조건의("표) 성분무게를 THF 25.0 mZ에 용해시킨 후, 

PVC 의 양에 따라 막을 성형시켜 NO「이온에 대한 

감응도를 두 막전극에 대해 측정해 보았다.

여기서 PVC의 양을 0.5, 1.0 g 및 1.5 g 등으로 

변화시키면서 막을 만들어 조사한 결과 0.5 g 및 1.5 
g을 사용한 막은 감응도가 Nemst 기울기에 못 

미쳤고, 특히 0.5 g인 경우 막이 불균일하코 불투명 

하였다. 1.0 g을 사용했을 때의 막이 NCk- 이온에 

대해 감응도가 Nemst 기울기에 거의 일치하여 PVC 
1.0 g을 최적 조건의 무게로 정하였다.

가소제양의 -효과 전극 전위의 안정성과 이온 

선택성의 크기 및 막의 유연성을 중가시키기 위해 

비수용성의 가소제를 사용하였다.

여기서도 Table 1 중 최적 조건의 성분 무게표)를 

THF 25.0 m/에 용해시킨 후 가소제의 종류애 따라 

그리고 무게에 따라 막을 성형시켜 NO厂 이온에 

대한 감응도와 막의 형상을 조사했다. 실험에 사용한 

가소제로는 프탈산 이메틸(DMP), 프탈산 이에틸 

(DEP), 인산 트리스-(2-에틸헥실)(TEHP), 이페닐 

에텔(DPE) 및 0-니트로페닐옥틸 에텔(o-NPOE) 둥을 

써서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 DPE와 o-NPOE 
에서는 착물이 녹지않은 채 엉김현상을 일으켰고 

불투명한 막이 형성되어 부적당한 용매임을 알았으 

며, DMP, DEP 및 TEHP 가소제에서는 연록색에서 

황록색의 원하는 착물이 형성 됨을 볼 수 있었으며, 

이들 중 DMP가 가장 좋은 감옹도를 나타냈다.

한편 DMP 양을 0.5 nZ, 1.0 m/ 및 1.5 m/로 한 

막을 만들어 조사한 결과 0.5 mZ와 1.5 m/를 사용한 

막은 감웅도가 떨어졌고 전극 전위도 불안정하였고 

막의 수명도 좋지 않았다. 실험에서는 가소제로 

DMP를 쓰고 1.0 m/를 최적 조건으로 하였다.

리간드의 무게 효과. Ni(H)과 결합하는 킬레이 

트제로 bakelite-A(m)이나 bakelite-A(n)에다 2,2'-bi- 
pyridine을 함께 반응시켜 혼합 착물을 얻고, 이것을 

이온 운반체로 하는 이온 선택성 막전극을 시도하 

였다.

Table 1의 최적 성분 중(。표) Ni(NO3)26H2O, DMP 
및 PVC 등의 조성은 일정하게 하고 bakelite-A(m) 
의 양0.80, 1.13, 1.58 g 및 1.80g)(bakelite-A(n) 인 

경우 0.49, 0.73, 1.08 g 및 L22g)과 2,2'-bipyridine의 

양(0.097, 0.120, 0.193 g 및 0.241g)을 변화시키면서 

총 14개의 막을 제조한 후, NOa- 이온에 대한 감 

응도를 조사하였다. -

그 결과 Ni(NO3)26H2O 0.45 g에 대해 2,2'-bipyri- 
dine 0.193 g 및 bakelite-A(m) 1.13 g(bakelite-A(n) 
인 경우는 0.73 g)이었을 때 Nemst 기울기에 가장 

접근하는 감웅도(58 mV/decade)를 나타냈으며, 따 

라서 이들 조성비를 막의 최적 조건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최적 조건이 아닌 다른 리간드 조성 막인 

경우 대체적으로 감응도가 Nemst 기울기에 못 미 

쳤고 막의 유연성 및 막의 수명도 좋지 않았으며, 

평형 전위에 도달하는 시간도 10분 이상 걸리는 등 

부적합한 막임을 알았다.

한편 2，2'-bipyridine 대신 이 계통의 다른 리간 

드로 2，2'-biquinoline, 4,4'-dimethyl-2,2'-bipyridine 
등을 써서' 리간드 효과를 시도하였으나 감응도 등 

전기 화학적 성질이 22-bipyridine올 쓴 막에 못 

미쳤다. 따라서 이후 실험에서는 최적 조건의 조성 

(Table 1 중 표)을 THF 25成에 녹여 실온에서 

성형시킨 막을 사용하였다.

막의 전기 화학적 성질. 막전극의 전기 화학적 

성질 즉 1) 막 전위의 감응도(response potential) 
2) 감옹 농도 범위 (response cone, range) 3) 막의 

감응 시간(response time) 4) 막의 수명 (life time) 
5) 이온 선택성(ion selectivity) 등에 미치는 요인에 

관해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지1~也6가 있으며, 특히 

이들 연구 중'Sandblom^^ Hulanicki1116 등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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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연구 결과는 리간드의 친유성도(lipophilicity) 
가 막의 전기 화학적 성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Maj-Zurawska와 Hulanicki 등心은 막전극의 전 

기 화학적 성질이 막 표면의 착물 농도와 이들 착 

물의 확산 속도(이동도) 크기에 영향이 있음을 이 

론적으로 얻고 더 나아가서 Leo 및 Elkins 등*이 

보고한 관계식을 인용, 리간드의 친유성도가 크면 

착물의 분배계수가 커지고, 따라서 막 표면의 착물 

농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으므로 막의 수명, 막 전 

위의 감응 농도 범위 및 이온 선택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온 선택성 효과에 관해 Sandblom^은 두 음이 

온의 이온 선택성 비가 음이온 효과에 따른 이온 

선택성 비(02)와 착이온쌍(리간드-Ni-X) 효과에 의 

한 이온 선택성 비(QE 두 값의 가중 평균 값(wei
ghted average)과 잘 일치함을 보고하고, 전체 이온 

선택성 비, 丁12를 다음(1)식과 같이 나타내었다.

(7W)=(l-a)(PL2)+a(02) (1)

이 식에서 (?«)= («2 + «2s) ^2/(«1 + Mb)
(Q12)=(“容为2 kl KU).

a는 착물 이온쌍의 회합능력이 클수록 큰 값을 

갖는다. 여기서 Mb uu 등은 음이온 및 착물 이온쌍의 

이동도 加과 加는 각 음이온의 분배계수(물과 가소제 

사이)이고 &와走는 각 착물 이온쌍(리간드Ni-X) 

의 해리 상수이며, 0&K*/知7或) 비는 이온 교환 평형 

상수로 이 값은 착물 리간드의 친유성도(lipophili
city) 의 영향을 받으며, 이 영향은 착 이온의 가리움 

효과(screening effect)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Hwang 등5도 친유성도의 크기가 

막전극의 이온 선택성은 물론 막전극의 감응 시간 

및 감응 농도 범위에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 

다. 一

이상의 여러 전기 화학적 성질의 효과들에 관해 

그 원인을 살펴보려면 먼저 친유성도 크기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친유성도 크기의 산출 방법은 최적 

조성의 착물 중 Ni(II) 1몰당 리간드 몰비를 얻고, 

그 전체 리간드 무게를 친유성도 크기 순으로 하 

였다. 실제로 친유성도의 크기는 Leo와 Elkins15의

Fig. 1. The potential of (bakelite-A(m))-(2,2'-bipyri- 
dine)-Ni(NO3)2-PVC membrane. O: KNO3, ®: KC104, 
©: KCl, ®: K2SO4, •: KBr, Q: KFe(CN)6, ®: KI.

방법에 따라 분배계수를 실험적으로 얻어 결정하여 

야 되지만, Hulanicki”나 Sandbloom”에 따라 친유 

성도가 일반적으로 분자량에 비례함을 보고 하고 

있으므로 이들 방법을 택하여 얻었다.

음이온에 대한 전위 감응도와 감응 농도 범위. 

여러 음이온의 농도변화에 따른 막 전위 감응도(po* 
tenitial response)와 감응 농도 범위 (response cone, 
range)를 조사하기 위해 질산 칼륨, 염화 칼류 브 

롬화 칼륨, 요오드화 칼륨, 과염소산 칼륨, 황산 칼륨 

및 헥사시아노철(III) 칼륨 등의 1M 용액을 10 5 
M까지 연속적으로 묽혀 각 농도에 따른 전위 감 

응도를 얻었으며, 그 결과는 Fig. 1 및 Table 2와 

같다. 이 실험에서 각 이온의 농도는 Debye-Hiickel 
식을 써서 활동도(activity)로 환산한 값이다.

이 실험 결과에서 먼저 막전극의 감응도를 살펴 

보면, 두 막전극 모두 N03- 음이온에 대히 58 mV 
/decade로 거의 Nernst 기울기(59.16 mV/decade)에 

잘 일치하고 있으며, 1가 음이온들의 감응 기울기의 

경향성은 이온 크기에 따라 감소함을 보이고 있으나 

Br~ 이온에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2가 및 3가 음이온과 4종의 1가 음이온(C「, Br, 
C10「)들에서는 두 막전극 모두 비슷한 값을 가지 

면서 Nernst 기울기에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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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tential response (mV/decade) and response cone. range(M) of each membrane electrode for various 
anions and radius of monovalent anions

Electrode

Anions

(Bakelite-C)-
Ni(NO3)2 
membrane 17°

(Bak 이 ite-A(m))
Ni(NO3)2 
membrane 歩

Bak 이 ite・A(mX2，2'・ 
bipyridine)-Ni(II) 
membrane

Bakelite-A(n)-(2,2r- 
bipyridine)-Ni(II) 
membrane

Radius 
(A) 
14°

NO厂
59 61 

l-10~5Af
58 

l-10~4Af
58

1 〜 1.5

cr
58 

l-10-4Af
49 40 42

1~10侦 1.81

Br~
58 53

1〜io』
50 52 1.95

r —
56

1 〜io-w
47 44

1〜10侦 2.16

C1O4-
59

l-10"4M
56 37 

i~io-w
40 2.5

SOL
-0 17

1 〜10W
-0 34 

l-10~3Af -

Fe(CN)t
-0 -0 -0 -0

이Reference.

한편 감응 농도 범위는이。2, 3 참조) 두 막전극 

모두 1가 음이온에 대히 1~10一小/ 값으로 비교적 

좋은 실험값이 얻어졌다.

이런 결과 등에 관해서는 음이온의 크기皿와 리 

간드의 친유성토(lipophilicity)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Thomas'와 Sandblom12 등에 의하면 막의 전 

위차 형성에서 음이온 크기가 클수록 감웅 전위를 

크게 미칠 수 없으므로 감응 기울기는 음이온 크기 

순으로 감소3。3->(：「>81：->「>(：10「)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1가 음이온들은 Nemst 기울 

기에 못 미치는 결과가 얻어졌으며, 따라서 본 실 

험에 사용한 막전극 모두 NO3- 이온에 감응하는 

막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Hulanicki1116®,] 따르면 친유성도 크기도 감 

응 기울기와 감응 농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바, 

친유성도가 클수록 착물의 분배계수"와 해리도13가 

커지고 이 두 크기는 10-5"과 같이 묽은 농도일 

수록 더 큰 영향을M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웅 

기울기나 감웅 농도 범위 크기 등의 경향성이 막 

전위의 친유성도 순위와 일치할 것이 예상된다. Ta

ble 2를 보면 감응 기울기와 친유성도 크기 순서와의 

관계는 본 실험에서 개발한 두 막전극을 제외하고는 

친유성도 크기 순서인 (bakelite-C)-Ni> (bakelite-A 
(m))-Ni>(bakelite- A(m))- (2,2'-bipyridine)-Ni 과 잘 

일치하고 있으며, 감응 농도 범위는 (Table 3 참조) 

본 실험에서 개발한 두 막전극의 그 범위가 NQ「 

이온에 대해 모두 로 똑같은 범위로 얻

어졌지만, 친유성도가 큰 bakelite-A(m) 만의 리간 

드를 쓴 막 (1~10一5的보다는 뒤떨어졌고, 친유성 

도가 작은 2>2'-bipyridine 만을 쓴 막5 (lO-1-^-3 
M)에 비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다만 본 실험 

에서 쓴 두 막전극은 감웅도와 감응 농도 범위가 

친유성도 크기에 따를지 않고 비슷한 값으로 얻어 

졌는 바, 이것은 아마도 똑같은 음이온 크기 효과를 

받으면서 친유성도 효과는 작게 미친 결과 이들 크기 

차가 실험 오차 범위내에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서로 비숫한 값을 갖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며, 

기타 실험에서 온 오차둥이 그 원인이 아닌가 사 

료된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험적 사실로(7* 
ble 2 참조) 본 실험에 쓴 막들은 Br- 이온에서 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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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申斗淳-鄭起源

Table 3. Specifications of various nitrate ion selective electrode

Electrode Orion-92-07 2,2?-bipyridine (Bakelite-A(m)) (Bakelite-A(m)) (Bak 이 ite・A(n))
-PVC -Ni(II) complex -Ni(II) complex -(2t2,-bipyridine) -(2,2'-bipyridine)

membrane membrane -Ni(II) -Ni(II)
Specifications 4fl 5a 8a membrane membrane

Response
NO厂 cone 
range (M)

l~0-5 l~10-4 l-10~4

Potential
response 
(mV/decade)

57 59.9 61 58 58

Resistance
(Ohm/cm2) 107 — 1.2 X105 1.0X166 3.3 X106

Response 
time (min) 
at

5-10 3~5 0.5-5 0.5~3 0.3-3

Operational 
life time 30 days 一 6 month 6 month 6 month

Effective 
pH range 2.5-8 2-8.2 3.0~9.0 2.5~9.0 2.0~9.0

Principal 
interference 
ion

r, cio厂 r — 一 r

Reference.

기울기가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고 있으나, 이보다 

친유성도가 큰 (访kelite-A(m))-Ni(II)막3은 Br「에서 

cio4- 이온까지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친유성도가 더 큰 (bakelite-C)-Ni(II) 막''에 

서는 모든 1가 음이온의 감응도가 질산이온과 거의 

같은 값으로 얻어진 결과 등이다. 이것은 이온 크기 

효과와 친유성도 효과가 경쟁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뜻하며, 따라서 본 실험에서 쓴 막은 친유성도 

효과가 감응도에 작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Br-에 

서는 친유성도 효과를 받지만, I" 및 C104" 등에서는 

이 효과보다 이온효과가 커져서 감응도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에 친유성도와 감옹 농도 범위에 관해서는 

두 막전극 모두 로 모든 음이온에 대해

같게 얻어졌는데, 질산을 제외한 다론 음이온들은 

Nemst 기울기에 따르지 않은 값임으로 논의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막의 감응 시간^response time). 막전극에 대해 

감웅 시간을 조사하였으며, 막의 저항값이 감응 시 

간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되어 이들 값을 측정 

비교하였다(7、沥血 3 참고). 여기서 감응 시간이란 

일정한 전위값이 얻어질 때까지의 시간과 그 후 

전위의 안정성을 뜻한다.

감웅 시간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막전극 모두 의 NQT 농도에서 약 30i, 10-3
M에서 1.5분 에서 약 3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평형 전위에 도달하는 이상적인 막임을 

알았다.

Maj-Zurawska와 Hulanicki 드'部에 의하면 동일 

가소제와 동일 질산 농도인 경우 감응 시간에의 

영향은 착물의 친유성도 효과에 따른 분배 계수 

크기가 가장 큰 영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 

라서 친유성도가 큰 (bakelite-A(m))-(2,2'-bipyri- 
dine)-Ni(II) 막에서 더 빠른 감응 시간이 얻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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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예상되었으나 본 실험에서 쓴 두 막 모두 비 

슷한 감응 시간이 얻어졌으며, 친유성도에 따르는 

경향성은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본 실험에 

쓴 막의 친유성도 효과가 감응 시간에도 작게 미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친유성도가 작은 (2,2,-bip- 
yridine)-Ni(II)8 및 Orion-92Q껴 막에서 평형 전위에 

걸리는 시간이 10-1~10-4M 농도에서 5~10분 정 

도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친유성도가 감응 시간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막의 저항값이 감응 시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저항을 측정 비교하였다(TaRe 3 
참조). 그 결과 친유성도와 저항사이에 반비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착물 리간드의 친유성도 및 

저항 크기와 상관관계가 있으나 그 크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음을 알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막전극의 수명(life time). 막전극의 수명을 조사 

한 결과 bakelite-A를 쓴 막들은 모두 6개월 정도 

쓸 수 있음을 알았다(&况e 3 참조). 여기서 막전극의 

수명은 Moody와 Thomas'의 방법에 따라 1주일마다 

N03- 이온에 대해 전위를 측정하여 표준 전위와 

비교하고 농도가 가장 작은 영역에서 오차 범위를 

넘는 전위 변화가 있을 때를 수명의 시기로 정하 

였다. 이들 막 전위의 안정성은 대부분 평형 전위에 

도달한 후 10시같 이상 일정 전위를 오차 범위내에서 

보여 주었으며, 오차범위는 ±0.8 mV 정도로 상 

당히 안정하였다:

막전극의 수명 크기는 얼마나 오래동안 유기용매 

(가소제)내에서 착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크기는 결과적으로 착물의 분배계수” 

와 관계되고 따라서 착물의 분배계수가 크면 유기 

용매로부터 수용액으로 용해되어 나오는 착물양이 

적기 때문에 친유성도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막들에 대해 6개월 이상 조사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확*한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지 

만, Table 3에서 보면 친유성도가 작은 2,2'-bipyidine 
리간드를 쓴 막의 수명 크기 30일 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막임을 알았으며, 따라서 막의 수명을 중가시 

키려면 친유성도가 큰 착물 막을 쓰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온 선택성(ion-selectivity). 방해 이온의 농도를 

10"\ 10"2 및 IO、M로 고정시키고, 여기에 N0「 

이온의 농도변화에 따른 전위차를 얻어 이들 방해 

이온의 선택계수(Kn03：x-：X- = C「, Br-, r, C1O4- 
및 SOL)를 얻었으며, 측정 방법은 Srinivasan과 

Rechnitz«)의 방법(II)를 사용하였다(Ta碰 4 참조). 

일반적으로 선택계수가 1보다 크면 방해 이온으로 

규정하고, 이온 선택성이 나쁘다고 한다.

Table 4룰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방해 이온의 순 

서는 두 막전극 모두 SO「-<Cl-<Br-<「<C10「 

순으로 커지고 있으며, 기타 다른 막에서도 똑같이 

이런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막전극의 종 

류에 따른 실험값을 살펴보면, C「과 Br- 등 음이온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어떤 뚜렷한 경향성을 찾아 

볼 수 없었으나, I- 및 C1O「등에서는 질산이온 

선택성이 친유성도 크기 순서(bakelite-AlnOXZ- 
bipyridine'NiQDXbakelite-ASD-QZ'-bipyridine)- 
Ni(II)와 일치하였으며, 기타 다른 막에서도 친유성 

도와 이온 선택성 사이에 이와 비슷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에 관해 Sandblom12(1) 식에 따르면, NO3- 
이온에 대한 선택계수의 크기 순서 so「-<c「< 

Br-<「<CIO「는 주로 음이온 크기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이 순서는 일반적인 경향성으로 Thom
son4 및 Hwang 등5도 이와 똑같은 순서임을 보고 

하고 있다.

한편 막 종류에 따른 질산이온 선택계수를 살펴 

보면, C「과 Br~ 쪽에서는 음이온의 크기 효과 이 

외에 친유성도의 효과가 경쟁적으로 영향올 준 원 

인이 아니가 사료되며, 그 이외에도 실험 오차등 

때문에 어떤 뚜렷한 경향성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및 C1O「등 음이온 크기가 

큰 쪽에서는 착물의 친유성도 중가에 따라 착이온 

쌍의 해리 상수 증가'3가 있게 되고, 이 •증가는 음 

이온 크기가 클수록 더욱 더 커진다. 따라서 이온 

교환 평형仇姻/»区) 값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방해 이온의 이온교환 능력을 저하시켜 NO3- 
이온의 선택계수0NO3：X)를 작게 해주었다고 생각 

된다. 그러므로 r 및 cio4- 등에서는 이온 선택성 

크기가 친유성도 크기 순서인 (bakelite-A(m))-Ni> 
(bakelite-A(m))- 2,2'-bipy ridine)-N i > (bakelite-A 
(n))-(2，2'-bipyridine)-Ni>(o-phenanethrene)-N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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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lectivity coefficients (Kn<x：x-) for the various nitrate ion-selective electrode

Anions
Cone.

(M)
Orion-92-07 
(o-phenan th- 
roline) 

10°

2,2,-bipyridine 
-Ni(II) complex 
membrane

5fl

(Bak 시 ite・A(m)) 
-Ni(ID complex 
membrane

8a

(Bakelite-A(m)) 
-(2,2*-bipyridine) 
-Ni(II) 
membrane

(Bakelite-A(n))
-(2,2r-bipyridine)
-Ni(II)
membrane

10~1 
10-1

一 — 0.19 0.16 0.20
cr 0.006 0.22 0.20 0.18 0.20

0.004 — 0.21 0.32 0.22

10-' — — 0.26 0.20 0.24
Br~ 10-2 0.17 0.28 0.26 0.32 0.33

10-3 0.20 — 0.26 0.45 0.47

10-' — 一 0.59 0.16 1.2
r 10-2 22.2 19 0.60 0.50 1.6

10-3 16.9 — 0.62 0.52 2.1

10'1
10*1

— — 0.52 0.18 6.0
C1O4- 103 — 0.60 0.55 6.0

10-3 1伊 — 0.62 0.63 6.5

10"1
10-2

— — 0.04 0.001 0.006
SOL 3X10-4 0.17 0.21 0.01 0.01

10-3 6X10-5 — 0.67 0.18 0.013

"■Reference.

2,-bipyridine)-Ni 순과 일치하였다고 사료된다. 즉 

위 순서대로 이온 선택계수(KnO3：X)값은 증가하고 

있다. 이 실험결과에서 보면 친유성도의 경향성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오차로 간주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亘 이 경향에 잘 따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ba攻elite-A와 같이 친유성도가 큰 리 

간드 착물을 막전극에 이용하는 경우, 음이온 중 

항상 방해 이온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나 cio4- 
등의 이온 선택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았으며, 

본 실험에서 개발한 막전극 중 친유성도가 큰 (bake- 
lite-A(m))-(2,2，-bipyridine)-Ni 착물 막전극만이 질 

산이온 선택성 막전극으로 적합하였고 친유성도가 

거의 o*phenanthrene에 가까운 (bakelite-A(n))-(2,2‘- 
bipyridine)-Ni(II) 막전극은 음이온 중「와 C10「 

이온에 대한 방해 이온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 

였다.

pH 의 영향. 막전극의 pH 의존성을 조사하기 

위해 질산 0.1 M와 0.01 M에 0.1 M NaOH 용액올 

연속적으로 소량씩 가하면서 pH 변화에 따른 전위 

차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일정 pH는 시트르산 완 

충용액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旧이 며, 본 연구에서 만든 두 막전극에 대해 얻은 

결과 모두 pH2~9 영역에서 전위차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pHl~2 범위에서는 전위차가 증가 

하엿^, pH 9 이상에서는 전위차가 급격히 감소하 

였다. 이런 현상은 이미 보고%된 것처럼 pH가 낮은 

쪽에서의 중가현상은 첨가한 NaOH 용액의 증가로 

인한 원인이고 pH가 높은 쪽에서의 감소현상은 COz 
의 흡수로 인한 HCO3- 이온 농도의 증가 때문이 

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얻은 (bakelite-A 
(m))-(22-bipyridine)-Ni 착물 막전극은 H+ 이온에 

감응하지 않는 막으로서 시판되고 있는 다른 막처럼 

수용액 중에서 실험이 가능한 막전극임을 알 수 

있었다.

막의 전도 메카니즘. 막전극에서 착물은 이온 

운반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물구조로부터 

안정한 막 전위 생성과 전도 메카니즘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착물구조는 막 제조시 최적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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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조성으로부터(TaMe 1 참조 Ni(ID 1 원자당 bake- 
lite-A 리간드 중의 N 원자수 및 22-bipyridine의 

N 원자수 비를 얻어 착물의 분자구조로 하였다• 

여기서 암모니아를 촉매로하여 합성한 bakelite-A 
(m)과 아닐린을 촉매로 합성한 bakelite-A(n) 둥의 

리간드구조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된" 바 있으며, 

모두 다음과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나 bakelite-A 
(mV은 算 = 4인 페놀기 마다 1개의 아민기를 가진

0H
( RN ( CH2 一6)，, 아丸 j

R : (bakelite-A(m)인 경우 H이고 bakelite-A(rD인 

경우 페닐 기)

구조로 그 분자량은 약 453이며, bakelite-A(n)6은 

算 = 2인 페놀기 마다 1개의 아민기를 가진 이합체 

(dimer) 형태로 약 623의 분자량을 갖지만 실제 배위 

결합하는 N 1원자당의 분자량은 약 312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bakelite-A(m))-(2,2'-bipyridine)-Ni 

(II) 막의 경우 최적 조건의 막 조성 무게비(丁沥血 

1 참조) 인 (Ni(NO3)26H2O(M.W. 290.7) 0.45 g) ： (ba- 
kelite-A(m)(M.W. 453) 1.13 g) ： (2，2'-bipyridine(M. 
W. 156.2) 0.193 g)를 몰비로 나타내면 1 ： L6 ： 0.8의 

비를 가지며, 이것을 다시 Ni 1원자당 N의 몰비로 

나타내면 1:1.6h.6으로 결국 1:3.2의 비로 결합한 

착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bakelite-A(n)(M.W. 
312) 0.73 g)에서도 거의 똑같은 1 ： 1.5 ： 0.8의 몰비를 

가지며, Ni 1원자당 배위 결합한 몰비가 1： 3.1이 

되므로 대략 1：3의 착물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Ni(ID의 배위수를 6이라면 3개는 이들 리 

간드와 결합하게 되며 나머지 배위 자리에는 2개의 

NO3- 이온과 1개의 瓦0가 차지하는 분자구조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최적 조성의 착물구조에는 치 

환되지 않은 배위자리(H2O와 결합한)가 있으며，이 

것이 이온 운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온자리(sites) 
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용액간의 이온교환 성질을 

용이하게 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Donnan 전위를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막전극의 전위 생성과 

전도현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착물 막전극의 이온 선택성과 전기 화학적 

성질을 향상시키려면 착물 리간드의 친유성도(lip<6 
philicity)도 중요하지만 착물구조에서 배위수를 완 

•전히 채운 착물보다 빈 배위자리를 갖는 구조 형태도 

중요함을 알았다.

NO,- 이온 정량 분석. NO3- 이온 농도를 정 

량하기 위하여 질산 Kn03 6.40X10TM과 8.00X 
10~3M 용액을 각각 평량에 의해 만들고 회수율을 

얻은 결과 각각 100.3%((6.46± 0.08)〉〈 lb" M) 및 

94.3%((7.54± 0.06)X10-3/ 이 었다. 한편 C「이 

온을 방해 이온으로하고 그 회수율을 얻기 위해 KNo3 
3.20X10-%/과 4.00X10-3" 용액에 KC1 1.02X 
10-3M 되게 하여 실험한 결과 회수율은 각각 99.1 
%((3.07± 0.09)X10-4Af) 및 96.8%((3.85± 0.08) X 
10-3的로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회 

수율을 얻기 위해 사용한 막은 (Bakelite-A(m))M22- 

bipyridine)-Ni(II) 막이었으며, NO3T 이온 농도 측 

정은 NO3- 용액의 전위를 직접 측정한 후, 표준으로 

Fig. 1을 써서 얻었다. 모든 실험결과는 3회 실험치 

의 평균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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