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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황화이온검출기로서 2가지 형태의 연속 flow-through 전극계의 분석적 감응성질을 조사하고, 

최적조건에서 그들의 감응특성을 직접 비교하였다. 두 검출계에 있어서 측정한 봉우리전위를 황화이온농도의 

대수값과 관련지웠으며, 적어도 시간당 20개의 시료를 정량할 수 있었다. pH전극법에서는 투석기를 지나 

흘러가는 recipient stream의 pH를 측정하였다. 장치는 연속흐름형의 기체투석기가 관형 polymer 막전극과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방법의 최적실험조건은 recipient 5.0X10~5M NaOH + 5.0X10"3M NaCl과 

diluent 0.10M H2SO4이며, recipient stream, diluent stream 및 시료의 유속은 모두 L0m〃min이다. 황 

화이온 전극법에서는 시판하는 황화이온선택성 전극을 flow-through cell 속의 황화이온을 검출하는 데에 

썼다. 이 방법의 최적실험조건인 황화이온 산화방지 완충제(LOM NaOH 용액에 3.5g 아스코르브산과 7.6g 
Na2EDTA> 용해)와 시료의 유속은 각각 4.0m〃min와 1.0m〃min이다.

ABSTRACT. The analytical response properties of two types of continuous flow-through electrode 
system as fulfide ion detectors are examined and directly compared their reponse characteristics under 
the optimal conditions. In both detection systems, observed peak potentials are logarithmically r이ated 
to the sulfide ion concentration and at least twenty samples per hour can be determined. In the pH 
electrode method, the pH of the flowing recipient stream leaving the dialyzer was monitored. The design
ed system involves the use of continuous flow gas dialyzer in conjunction with the tubular polymer 
membrane electrode. In this method, optimal experimental conditions are recipient of mixture of 5.0 X 
10-5Af NaOH + 5.0 X10^3 NaCl and diluent of 0.10 Af H2SO4t and all flow rates of recipient stream, 
diluent stream, and sample are 1.0 m//min. In the sulfide ion electrode method, a commercially available 
sulfide ion-selective electrode was used to detect sulfide ion in the flow-through cell. The optimal flow 
rates of sulfide anti-oxidant buffer (3.5 g ascorbic acid and 7.6 g Na2EDTA dissolved in 1.0 M NaOH 
solution 1/) and sample were 1.4 and 1.0 m//mi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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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연계에서 황화수소는 금속황화물이 산과 반응 

하여 생성되기도 하고, 혐기성 분해하거나 황산이온 

및 아황산이온이 박테리아의 작용으로 환원되어 생 

성되므로 온천수에는 보통 포함되어 있다. 또 종이 

공장, 직물 및 제혁공장 등의 화학 관련업체에서 

나오는 폐수에도 황화수소가 포함될 때가 많다. 그 

러나 황화이온은 보통의 자연수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황화이온은 많은 중금속과 금속 

황화물 침전을 잘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온선 

택성 전극을 이용하여 황화이온을 정량하려면 이들 

중금속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황화이온의 정량방법으로서 요오드 적정법1은 산 

화제인 요오드와 반응하는 여러 가지의 무기 및 유 

기화합물에 의한 방해가 나타나며, 분석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또 분광광도법을 이용하는 

methylene blue법?도 아황산이온과 같은 방해종이 

존재하면 색깔이 비슷하므로 방해하게 된다. 근래 

에는 황화이온선택성 전극을 이용한 정량방법3~6도 

발표되고 있다. 곧 Baumann，은 황화이온선택성 전 

극을 써서 황화이온을 ppb 농도까지 정량하였으며, 

Guterman 등은 pH7.5~11.5에서 황화이온의 전 

체량을 정량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체감응전극에 

대한 이론적인 면과 방법 등이 Bailey 등% Ross 등° 

및 Mascini 등에 의하여 개발되므로서 기체감응 

이온선택성 전극을 사용하기에 더욱 간편하게 되었 

으며, 여러 가지 기체감응전극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판하고 있는 기체감응 전 

극은 수많은 시료를 단시간에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 중의 황화이온을 

정량하고자 일반적인 기체감응의 메카니즘을 이용 

하여 황화이온을 선택적으로 분리한 다음, tubular 
polymer 막형 pH전극을 최종 검출기로 써서 황화 

이온을 연속• 자동화 정량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고안하였다.

실 험

A| 약. Na2S-9H20（Shinyo^l） 특급시약 24.018 
g을 정확히 달아서 1.0X10TM 수산화나트륨 용액

:扫t―» #+ MS'A.H1S(g)-*

皿■""”心mwm
. _2- pHj . # .

atrawn ------ >2H 4- S u------*HzS（g） —» 而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ulfide ion detec
tion system using the gas-dialysis concept.

"에 녹인다. 이때 황산이온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 

하여 ascorbic acid 3.5 g을 같이 녹인다. 이를 냉암 

소에 보관하고 저장용액으로 썼다.

Recipient 전해질로서는 수산화나트륨（Junsei제） 

특급시약을 썼으며, diluent로서는 비휘발성 산인 

황산（Wako제） 특급시약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썼다.

모든 용액의 제조에는 탈탄산 장치를 사용하여 

증류한 3차 증류수를 썼다.

장 추I. 이 실험에 사용한 장치는 전보W2와 같 

으며, 시판하는 황화이온선택성 전극으로서는 Sul

fide electrode（Orion, model 94-16）을 썼고, 기준전 

극으로서는 Ag/AgCl electrode（Beckman, 39400 D- 
7UD을 썼다. 또 관형 PVC막 pH전극의 제작방법은 

전보“12와 같다.

측정원리 및 측정조작. 장치의 작동원리 및 측 

정조작은 전보“曹와 같으며, 이 장치의 중요한 부 

분인 투석실에서 일어나는 화학평형은 F讶.1 에 나 

타내었다. 곧 시료 중의 황화이온은 강산성의 di- 
luent에 의하여 거의 모두 황화수소로 바뀌며, 이 

기체상의 황화수소는 기체투석막의 윗부분（recipient 
stream）의 pH가 높기 때문에 기체투석막의 동공을 

통하여 위로 확산하여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기체 

투석막을 통과하여 온 황화수소는 recipient stream 
속에서 수소이온과 HS-으로 해리되므로 recipient 
stream의 pH는 낮아지게 된다. 공기의 유속, di- 
luent와 recipient stream의 농도와 pH 및 유속 등을 

일정하게 유지한채 탈염된 증류수를 시료 대신에 

계에 주입하면 일정한 바탕선（절대치 lmV 이하의 

오차）이 나타난다. 일정한 농도의 표준시료용액을 

증류수와 번갈아 가며 주입하면 尸以 2와 같은 봉우 

리 모양의 곡선（기전력）이 얻어진다. 바탕선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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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 km (H^s)

Fig. 2. A typical strip chart recording for the auto
mated determination of sulfide ion. Conditions; reci
pient 1.4 mZ/min, diluent 1.0 m〃min, sample 1.0 ml/ 
min, air 1.0 ml/min.

봉우리의 극대점까지의 높이 （15회 측정치의 표준편 

차가 약 1 mV）를 구한 다음, 이 값을 황화이 온농도의 

음의 대수값（一logCs2-）에 대하여 도시하면 검정곡 

선이 얻어진다.

시판되는 황화이온선택성 전극을 이용한 연속 흐 

름 측정장치는 전보us와 같으나, 기준전극으로서는 

은/염화은 전극을 쓴 점만이 다르다.

결과 및 고찰

관형 PVC막 pH전극의 특성은 전보us와 같다.

최적실험조건의 선정

Diluent H2SO4의 농도. Diluent는 시료 중의 

황화이온을 산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황화수소의 

p&i은 6.99이므로'3 시료 stream의 pH를 적어도 

4.99 이하로 유지하여야 황화이온의 99% 이상이 

H2S 분자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쓰는 diluent가 휘발성이라면 diluent 자체에 의한 

확산도 일어나므로 비휘발성인 센산 足&丄를 di- 
luent로 택하였다. 예비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염산 

이나 과염소산을 H2SO4 대신에 썼을 때에는 부적 

당하였다. 최적실험조건에서 diluent H^SO,의 농도 

변화에 따른 지시전극의 감응특성을 조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iluent의 농 

도는 0.10M일 때가 최적조건이었다.

Recipient stream 중의 전해질의 농도. 황화이 

온의 검정곡선이 Nernst 기울기를 나타내는 직선 

범위의 최소농도를 구하기 위하여 recipient stream

Table 1. The effect of concentration of diluent on the 
potentiometric response for the automated determi
nation of sulfide ion

Diluent concentration , t 漕" 

(mV/decade)
Detection 
limit (M)

LOXW1^ H2SO4 57
5.0X10-2Af H2SO4 63
LOX 1(厂2" H2SO4 68

3.2X10-5

6.3X10-5
7.1X10-5

Table 2. The effect of concentration of recipient st
ream on the potentiometric response

Recipient Slope
concentration (mV/decade) Linear range (M)
(NaOH, M)
1.0X10T 46 4.OX1O-3〜3.ox]()t
3.0X10Y 50 8.0X10-3〜LOX IB
5.0X10-5 57 6.0X10-4~2.0X10-1
7.0X10"5 72 7.0 X HL 〜4.0 X](尸

중의 전해질 NaOH의 농도”를 1.0X 10-5Af에서 7.0 

까지 변화시켜가면서 전극의 감응특성을 

조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장 넓은 

범위에 걸쳐서 Nernst 감웅에 가까운 것은 전해질의 

농도가 5.0X10-5"일 때이다. 이 전극계의 감응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인자는 recipient stream 
중의 전해질의 농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곧 전 

해질의 농도가 검출한 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NaOH의 농도가 진하면 검출한계가 상당히 커지고 

묽은 농도의 전해질을 쓰면 검출한계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Bailey 등은 recipient stream 중의 

전해질의 농도가 정량하려는 물질의 최소농도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Table 3에는 삼투압세기 조절제（osmotic strength 
adjustor, OSA로 줄임）인 NaCl의 농도변화에 따른 

전극감응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recipient 전 

해질로서 OSA인 NaCl을 첨가하였을 때가 최적조 

건이었다. 일반적으로 기전력을 측정하여 어떤 물 

질을 정량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안정한 바탕선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기전력이 시간에 따라서 변 

하는 potential drift 현상은 osmotic effect'로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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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 of concentration of recipient elec- 
trol_zte on the electrode response for the determina
tion of sulfide ion

Recipient electroyte
Slope 

(mV/decade)
Detection limit

CM)

5.0 X ML M NaOH 57 32X1(厂 $

+ 5.0X10-3M NaCl
5.0X10-5Af NaOH 68 63X107

+ 5.0 X HL M NaCl
5.0 X 10一叮拔 NaOH 71 7.1X10—5
+ 1.0X10TM NaCl

Table 5. The effect of flow rate of sample on the 
potentiometric response for the automated determi
nation of sulfide ion

Sample flow rate 
(m//min)

Slope 
(mV/decade)

Detection limit
0)

1.0 57 3.2 X10~5
1.4 57 5.8X10-5

1.6 63 5.0X10-5

Table 6. The effect of flow rate of diluent stream
on the potentiometric response for the automated de- 
tennination of sulfide ion

Table 4. The effect of flow rate of recipient stream 
on the potentiometric ressponse for the automated 
determination of sulfide ion

Recipient flow rate Slope Detection limit
(m//min) (mV/decade) (M)

1.0 57 3.2 XIO^5
1.4 57 4.7X10-5

1.6 63 4.7X10-5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의 분석에 있어서는 reci- 
pient에 OSA를 첨가하여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OSA로서 NaCl을 사용하였는데, NaCl의 농도가 5.0 
X10^3M 이하일 때에는 potential drift 현상이 나 

타나므로 기전력의 측정치가 부정확하게 되었으며, 

그 농도가 5.0X10-2M보다 클 때에는 전극감응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각 stream의 유속. Table 4에는 sample 용액과 

diluent의 유속이 일정한 상태에서 recipient st- 

ream의 유속을 1.0에서 1.6m〃min까지 바꾸어 가 

면서 지시전극의 감응을 조사하여 나타내었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recipient st- 
ream의 유속이 1.0m〃min 일 때 전극계의 감응이 

가장 좋다.

Table 5에는 recipient stream과 diluent의 유속을 

일정하게 하여 두고, 시료용액의 유속을 바꿀 때에 

전극감응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조사하여 나타내었 

다.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료용액의 

유속은 L0m〃min가 최적조건이었다.

Table 6은 recipient stream과 시료용액의 유속이

Diluent flow rate 
(mZ/min)

Slope 
(mV/decade)

Detection limit
(M)

1.0 57 3.2X"5

1.6 62 5.8XW5
2.5 80 23X10-5

일정할 때, diluents 유속변화에 따른 전극감웅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의 결과를 보면 diluent의 유속이 1.0 m// 
min일 때가 최적조건임을 알 수 있다. Recipient st
ream, diluent 및 시료용액의 유속 중에서 recipie마 

stream의 유속이 이 전극계의 감응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比. 곧 recipient stream의 

유속이 빠르면 diluent stream과 recipient 어：ream의 

확산평형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두 용액이 투석기 

(dialyzer)를 지나가 버리므로 감도는 낮아지고, 유 

속이 상당히 느려지면 충분한 평형이 이루어지므로 

감도가 좋아지게 된다. 여기에서 diluent stream이 

라고 한 것은 시료용액과 diluent가 혼합된 용액의 

흐름을 뜻한다. Durst15^ 일반적으로 diluent st
ream 과 recipient stream의 유속의 비를 2.5 :1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것은 본 실 

험결과와 비슷하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료용액 공기, 

diluent 및 recipient stream의 유속은 모두 1.0 m/ 
/min일 때가 최적조건이며, 이 조건은 diluent st- 
ream과 recipient 아ream의 유속비가 2 ： 1임을 나 

타낸다.

황화이온의 검정곡선

앞에서 설명한 최적실험조건에서 10一5~10-1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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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sulfide ion. Conditions; recipient 
electrolyte; 5.0X10^M NaOH+5.0X10-5Af NaCl, 
1.0 m//min, diluent; 0.10 M sulfuric acid, 1.0m〃min, 
sample rate; 1.0 m//min.

황화이온을 포함하는 표준용액을 시료용액으로 사 

용하고, 관형 PVC막 pH전극을 지시전극으로 써서 

기전력을 측정하였다. 이 측정치를 황화이온 농도의 

음의 상용대수의 값에 대하여 도시하면 F讶.3과 같 

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농도범위가 

4.0X10-5〜 1.0X10T M일 때에 좋은 직선성을 나 

타내며, 이때 지시전극의 감응 기울기는 57± 0.2 

mV/decade이고, 검출한계는 3.2X 1。-顼/였다. 시판 

되는 sulfide electrode-f- 지시전극으로 써서 전보* 

에서 설명한 flow-through type의 전지를 써서 측 

정한 검정곡선과 F讶.3을 비교하여 보았더니 실험 

결과가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시판전극을 이용 

하였을 때, 정량한계가 다소 낮았다. Flow-through 
type의 전지를 쓸 때에는 투석기를 쓰지 않으므로 

시료용액 중에 공존하는 금속이온이나 여러 가지의 

음이온의 방해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전처리조작的을 

하여야 하는 단점 등이 있다.

방해이온의 영향

기체투석기를 이용한 기체감응막 전극에서는 금 

속이온이나 음이온의 방해작용이 없으나, 산성에서

-log (interference)

Fig. 4. Potential difference by equal concentration of 
interferences for the determination of sulfide ion.

기체종으로 바뀌는 이온종은 이 전극계에 매우 민 

감한 방해작용을 나타낸다”. 尸议.4에는 관형 PVC 
막형 pH 전극을 지시전극으로 이용할 때에 방해하기 

쉬운 몇 가지의 화학종 HSO3-, N02-, HCO3-, CN- 
등이 기전력의 측정에 끼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며, 

각 방해종은 나트륨염을 사용하였다.

시료와 같은 농도의 염을 넣었을 때, 기전력의 

변화가 산의 해리상수의 크기 순서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곧 산의 해리상수가 비교적 큰 화학종의 

방해작용이 컸다. 또한 묽은 농도에서는 거의 방해를 

하지 않으나, 진한 농도일수록 방해작용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 

어졌으므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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