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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etradecyltrimethylammonium chloride(TDTMACl)을 첨가한 실리콘러버-지지체 전극막은 생체시 

료중 염화이온의 측정시 보다 향상된 전기화학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때 최적화된 전극막 

의 조성비는 95.4 wt% 실리콘러버, 4.6 wt% TDTMAC1 이며 이 전극막의 pH 감응성은 pH 6-10 영역에서 무시 

할 수 있었다. 이들 전극막들의 염화이온에 대해 감응기울기는 10-300mM 영역에서 -37.5mV/decade로 이 

론적인 Nemstian 감응기울기에는 못 미쳤으나 살리실레이트 이온 등 다른 음이온에 대한 선택성은 매우 우수 

하였다: K%"°3=L3, K%j=2.0, K%国=0.8, 欢cg=2.0, K%q°,=0.8. 또한 실리콘러버-지지체 전극막은 

PVC-지지 체 전극막에 비해 고체상 전극표면에 대한 접착력이 우수하므로 CWE형 고체상 전극에 도입되었을 

때 향상된 전극수명을 나타내었다. 이들 고체상 전극들은 35일까지 염화이온에 대한 감응기울기나 살리실레 

이트 이온에 대한 감응성에 변화없이 우수하게 작동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Silicone rubber-matrix membranes doped with tetradecyltrimethylammonium chloride (TDTMAC1) 
are used to enhance electrode performance for chloride measurements in physiological samples. The optimized mem
brane formulation incorporates 95.4 wt% silicone rubber and 4.6 wt% TDTMAC1, and its pH response is negligible 
in the range of pH 6-10. The TDTMACl-doped silicone rubber membrane exhibits sub-Nemstian response to chlo
ride from 10 to 300 mM (-37.5 mV/decade), but its selectivities for chloride over other anions are remarkably enhanc
ed: 欢503=13, K%，i=2.0, K%，"느0.8, K%，scn드2.0 and K%,ck)4=0,& Furthermore, since the silicone rubber-matrix 
membrane exhibits better adhesion to the solid surface than do PVC membranes, the lifetime of the coated-wire type 
membrane electrode is greatly improved. The response properties toward chloride and salicylate for s이id-state sensor 
are not significantly changed after at least 35 days of use.

서 론

생체내 세포외액의 주된 음이온인 염화이온(chlor

ide; C「)은 신체내의 몰분압 및 삼투압을 유지하고 

혈액량과 혈압을 조절하며 산-염기 평형에도 중요한 

역활을 하는 음이온이다」따라서 혈액중 염화이온 

의 농도를 신속,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임상학적 

으로 매우 중요한 의 미를 지 닌다.

이온선택성 전극(ion-selective electrode; ISE)을 이 

용한 염화이온의 측정은 감응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대량분석이 용이하고, 시료의 색깔이나 탁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시료의 전처리 단계가 필요없 

으며 다른 분석 방법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 

점을 가지므로 자동화된 혈액분석장비에 널리 이용 

되어 왔다了 특히 고분자 지지체(matrix)에 특정 이 

온에 대해 감응성을 갖는 이온선택성 물질(ionop

hore)과 비휘발성 유기용매인 가소제 (plasticiz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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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첨가한 고분자형 이온선택성 막전극(ion-selec

tive membrane electrode; ISME)은 전극막 제작이 용 

이하고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가지므로 폭 넓은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왔다3

현재 염화이온선택성 물질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합물은 tridodecylmethylammonium chloride 

(TDMAC1) 등과 같은 4차 암모늄 염류(quaternary 

ammonium salt)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질을 이온 

활성물질로 사용한 염화이온선택성 막전극은 소위 

Hofmeister 서열로 알려져 있는 음이온선택성 경향 

(C104 > I04 >SCN >N03 > I >Br > Cl > 
HCO「=SO42「=HPO4")7을 따르므로 친유성 음이온 

들(SCNL C1O4 , 10「, 살리실레이트 등), 특히 임 

상학적 응용에 있어서는 아스피린과 같은 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했을 때 혈액내 소량 존재하는 살 

리실레이트 이온에 대한 방해작용이 심각하다는 단 

점을 가지므로 그 응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살리실레이트 이온에 대한 방해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다 향상된 선택성을 갖 

는 새로운 이온선택성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8街과 

전극막 표면에 친수성의 기능막을 도입함으서 상대 

적으로 친유성인 살리실레이트 이온의 감응을 차단 

하는 방법 이 보고되 어 있다.'嵐7 주석 (Sn),&9 망간 

(Mn),10'12 인듐(In)" 등을 중심금속으로 포함하는 금 

속 포르피 린과 수은(Hg)'心을 포함한 유기금속 화합 

물 등은 위에서 언급한 Hofmeister 서열에서 벗어난 

이온경향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같 

은 화합물을 이온선택성 물질로 사용한 전극막의 경 

우, 이들 전극막들이 임상학적 응용에 있어서 충분할 

정도의 살리실레이트 이온에 대한 선택성을 갖지 못 

하거 나 화합물 자체의 안정 성 부족 등으로 인한 전극 

막의 불안정성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전극막의 한쪽 표면에 얇은 친수성 기능막을 도 

입한 비대칭성 염화이온선택성 막전극의 경우에는 

전극막의 감응시간이 느려지고 이중막을 도입해야 

하므로 제작이 까다롭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위와같은 임상혈액분석시 사용되는 염화이온선택 

성 전극막의 경우 상용화를 위한 센서 개발에서의 주 

요 관심사는 살리실레이트 이온에 대한 방해작용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사방식의 간편화, 측정기 

기의 보편화 등에 유리한 소형 고체상 전극(solid-state 

electrode)으로의 개발도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이때 고체상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전극막의 전 

극표면에 대한 접착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온선택성 전극막의 조성중에서 고체상 전극 

표면과의 접착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 

분자 지지체로, 지금까지 poly(vinyl chloride)(PVC) 

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그러나 PVC-지지 

체 이온선택성 막은 고체상 전극표면과의 계면의 불 

안정으로 인한 감응성의 감소나 noise의 발생, 그리 

고 약한 접착력으로 인한 짧은 전극수명 등이 문제 

가 되어 왔다."al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체상 전극 

의 주요 재질인 silica 및 alumina계 표면과의 접착력 

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폴리우레탄(polyurethane)以끄 

과 실리콘러버(silicone rubber)23 등을 대체 지지 체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고체상 전극표면에 대해 우수한 접 

착력을 가지며 생체액중 염화이온의 정량분석시 살 

리실레이트 이온에 대한 방해작용이 제거된 염화이 

온선택성 전극막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이온선택성 물질로 여러 종류의 4차 

암모늄 염류의 화합물을 사용하고, 지지체로 폴리우 

레탄과 실리콘러버를 사용하여 다양한 조성비를 갖 

는 전극막을 제조하고 이들의 전기화학적 감응특성 

을 조사하였다. 또한 최적화된 전극막의 고체상 전 

극으로의 도입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실 험

시 약. Tridodecylmethylammonium chloridefTDM 

AC1), tetrabutylammonium chloride(TBACl), dodecyl

trimethylammonium c비oride(DTMACl), trioctylme

thylammonium chloride(TOMACl), bis(2-ethylhexyl) 

adipate(DOA), bis(2-ethylhexyl) sebacate(DOS), 2-ni- 

trophenyl octyl ether(NPOE)와 지지체로 사용된 poly 

(vinyl chloiide)(PVC)는 Fluka^}(Ronkonkoma, NY,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tetradecyltrimethylammo- 

nium chloride(TDTMACl), octyltrimethylammonium 

chloride(OTMACl), distearyldimethylammonium chlo- 

ride(DSDMACl)는 TCI사(Tokyo, Japan)의 제품을 사 

용하였다. 그리고 di(2-ethylhexyl) maleate(DOM), di

undecyl phthalate(DUP)는 Scientific Polymer Products 

사(Ontario, NY,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폴리우 

레탄은 Thennedics사(Woburn, MA, USA)의 Teco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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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우레탄(SG-80A)을, 실리콘러버는 Dow Coming 

사(Midland, MI, USA)의 3140 RTV를 사용하였다.

그밖에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분석시약등급 

(analytical reagent grade)이 사용되었다. 표준용액이나 

완충용액의 제조에는 탈이온화된 증류수(18MQ・ 

cm; Yamato Millipore WQ 500＞를 사용하였다.

재래식 염화이온선택성 막전극의 제조. 염화이 

온선택성 전극막의 제조를 위한 지지체로는 PVC, 

폴리우레탄, 실리콘러 버를 사용하였고, 가소제로는 

DOA, DOS, NPOE, DOM, DUP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온선택성 물질로는 DTMAC1, TOMAC1, OT- 

MAC1, TDTMAC1, TBAC1, DSDMAC1 등을 人］•용하 

였으며 이를 현재까지 염화이온선택성 물질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화합물 중의 하나인 TDMAC1 과 비교 

하였다.

이들 염화이온선택성 전극막은 지지체, 가소제, 이 

온선택성 물질을 용매인 THF에 녹여 유리판이나 

Teflon 판 위에 놓여 있는 직경 22mm, 높이 약 1 cm 

인 유리관에 부어 성형하였다(PVC나 폴리우레탄 지 

지체의 경우 THF 0.8 ml, 실리콘러버 지지체의 경우 

THF 0.4 ml). 이 때 성 형용액 에 포함된 전극물질들의 

전체무게는 200 mg을 기준으로 제조되었다. 사용된 

용매는 PVC나 폴리우레탄 지지체 전극막의 경우 하 

루정도 대기중에 방치하여 증발시켰고, 실리콘러버 

지지체 전극막의 경우에는 4일 이상 건조시켜 성형하 

였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각종 염화이온선택성 

전극막은 직경 5.5 mm의 원형으로 잘라내어 Pillips 

전극체 (IS-561; Glasblaserei Moller, Zurich)에 장착하 

여 작동전극으로 사용하였으며 내부기 준용액으로는 

0.1 M NaH2PO4＞ 0.1 M Na2HPO4, 그리고 0.01 M 

NaCl의 혼합용액이 사용되었다.

고체상 염화이온선택성 막전극의 제작. 본 연구에 

서는 고체형 전극의 가장 간편한 형태인 coated wired 

electrode(CWE＞를 직접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CWE는 

은(Ag) 금속선(2 cm length, 1 mm o.d.) 끝 부분의 선택 

성 막이 입혀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용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절연체로 감싸줌으로써 제작하였다.

고체상 염화이온선택성 막전극은 재래식 전극에 

서 일련의 최적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 전극막 조성 

(95.4 wt% 실리콘러버 , 4.6 wt% TDTMAC1)을 THF 

용매 0.3 ml(200 mg 기준)에 녹이고, 이 성형용액에 

위의 방법으로 제작된 CWE를 3-4회 담갔다 꺼내어 

전극표면에 얇은 막을 입힘으로써 제작하였다.

전위차 측정. 제작된 재래식 및 고체상 작동전극 

과 외부기준전극(Orion double junction Ag/AgCl; 

Model 90-82) 사이의 전위차 측정은 자체 제작된 

16채널 A/D 변환기를 통해 컴퓨터로 저장되어 처리 

하였다. 완충용액은 universal buffer(10.0 mM Na2PO4, 

6.7 mM citric acid, 11.4 mM boric acid｝를 NaOH로 

적정하여 pH 5.5와 7.4로 맞추어 사용하였으며 염화 

이온선택성 막전극의 선택계수(selectivity coefficient) 

는 전위차대응법(matched-potential method)을 이용하 

여 구하였다.24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이온선택성 물질로 다양한 4차 암 

모늄 염을 사용하고, 지지체 및 가소제의 종류 및 함 

량을 변화시킴으로써 염화이온 측정시 살리실레이 

트 이온과 같은 친유성 음이온의 방해작용을 제거하 

고자 하였다.

염화이온선택성 전극막의 최적화 과정. 먼저 다 

양한 4차 암모늄 염 (DTMAC1, TOMAC1, TDTMAC1, 

OTMAC1, TBAC1, DSDMAC1)을• PVC, 폴리우레탄 

및 실리콘러버 지지체에서의 감응특성을 조사하였 

다. 이때 전극막의' 조성은 PVC-, 폴리우레탄-지지체 

전극막의 경우에는 33 wt% 지지 체, 1 wt% 이온선택 

성 물질 , 66 wt% DOA이 었고, 실리콘러버 -지 지 체 전 

극막은 90wt% 지지체, Iwt% 이온선택성 물질, 

9 wt% DOA였다. 이 때 TDTMAC1 조성의 전극막을 

제외하고는 지지체의 종류변화에 관계없이 염화이 

온에 대한 감응성이 매우 작은 감응특성을 나타내었 

다. Fig. 1은 여러 지지체 내에서의 TDTMAC1 첨가 

전극막의 염화이온과 살리실레이트 이온에 대한 감 

응특성을 기존의 TOMAC1 첨가 전극막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TOMAC1 

첨가 전극막의 경우(Fig. 1(A), (B)), PVC나 폴리우 

레탄, 실리콘러버 등 어느 지지체 전극막의 경우에 

도 모두 염화이온과 살리실레이트 이온에 대해 비슷 

한 감응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DTMAC1 을 이온선택성 물질로 사용한 전극막의 

경우(药g. 1(C), (D))에는 PVC와 폴리우레탄-지지체 

전극막에서는 어느 이온에 대해서도 감응하지 않다

1997, Vol. 41,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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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tentiometric responses of three different matrices membranes based on TOMAC1 (A, B) and TDTMAC1 (C, 
D): -•- PVC; -▲- polyurethane; -■ - silicone rubber. The background electrolyte was universal buffer, pH 5.5.

가 오직 실리콘러버-지지체 전극막에서만 염화이온 

에 대해서는 우수한 감응성을 나타내고, 살리실레이 

트 이온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감응성이 현저히 감 

소한 특이할 만한 감응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러버-지지체 TDTMAC1 첨가 

전극막의 최적화 과정을 통해 가장 우수한 전극막 

조성비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온선택성 물질의 함량변화를 시 

도하여 1.0~18.2 wt%까지 다양한 무게비의 TDT- 

MAC1 이 첨가된 전극막을 제조하였다（이때 가소제의 

함량은 9.0 wt%로 고정）. Fig. 2는 TDTMAC1 의 함량 

변화에 따른 감응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TDTMAC1 이

•4
Log [Chloricfe], M

- 

- 

-

180
160
140

>
든
 -
S
드
-
o
d

-5.5 <5.0 -4.5 -4.0 -3.5 -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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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tentiometric responses of silicone rubber-based membranes prepared by employing different content of TDTMAC1: 
-A- 1.0 wt%; -■ - 2.7 wt%; -•- 4.6 wt%; •▲- 9.0 wt%; -□ - 18.2 wt%. The badcground electrolyte was universal buffer, p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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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otentiometric responses of TDTMACl-doped sili
cone rubber membranes prepared with different plasticizers: 
♦ DOA; -O- DOS; -A- DOM; -■- DUP; NPOE. 
The background electrolyte was universal buffer, pH 5.5.

4.6 wt% 첨가된 전극막이 염화이온에 대해 가장 우수 

한 감응특성을 나타내었고, 살리실레이트 이온에 대 

한 감응성은 바탕전위에서 3mM까지 5 mV 미 만으 

로 매우 적 게 감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소제의 종류 및 함량변화를 시도하였 

다. Fig. 3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최적화된 전극 

막 조성 （86.4 wt% 실리콘러 버 , 4.6 wt% TDTMAC1, 

9.0 wt% 가소제）에서 가소제의 종류만 변화시켜 실 

험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D0A와 DOS를 

사용한 전극막이 가장 우수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나 

타내었고, DOM, DUP, NPOE 등을 사용한 전극막은 

염화이온에 대한 감응성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감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4는 DOA의 함 

량을 9.0~28.4 wt%까지 변화시켰을때의 감응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DOA나 다른 어떤 가소제도 첨

Log [Chloride], M

160-

140-

120-

100-

60-

-5.5 -5.0 -4.5 -4.0 -3.5 -3.0 -2.5
Log [Salicylate], 버

Fig. 4. Potentiometric responses of TDTMACl-doped 
silicone rubber membranes prepared with various con
tent of DOA: -•- none; -O- 9.0 wt%; -▲- 16.5 wt%; 
-A- 22.9 wt%; ■■- 28.4 wt%. The background elec
trolyte was universal buffer, pH 5.5.

가하지 않은 전극막의 특성도 함께 조사하였다. 그 

림을 보면 가소제를 전혀 첨가하지 않은 전극막 조 

성（95.4wt% 실리콘러버 , 4.6 wt% TDTMAC1; 최적 

전극막 조성 1）과 DOA의 함량이 가장 적은 전극막 

조성（86.4 wt% 실리콘러버 , 4.6 wt% TDTMAC1, 9.0 

wt% DOA; 최적 전극막 조성 2）이 가장 우수한 감응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높은 비율（66wt%）의 가 

소제를 첨가해야만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PVC-나 폴 

리우레탄-지지체 전극막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이다.

선택계수. Table 1은 위와같은 최적화 과정을 거 

쳐 결정된 최적 전극막 조성 1과 2의 다른 음이온들 

에 대한 선택계수를 기존의 PVC-지지체 TOMAC1 

첨가 전극막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적화된 전극막의 경우 살리실레이트

1997, Vol. 41,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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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 1. Selectivity coefficients for silicone rubber-based 
chlorie-selective membranes doped with TDTMACla,b

Interferent, j

Selectivity Coefficent, K 料:

PVC/ 
TDMAC1/ 

DOAC

SR/ 
TDTMACId

SR/
TDTMAC1/

DOAe

Chloride 1.0 1.0 1.0
Nitrate - 1.3 2.0
Iodide 6.3 xlO2 2.0 2.5
Salicylate 5.0 X102 0.8 1.3
Thicoyanate 1.0X103 2.0 3.2
Perchlorate 4.0 xlO4 0.8 0.8

a Values were evaluated in universal beffer, pH 5.5 and det
ermined using the matched potential method at 10 mM in
terfering anion concentration. bPVC; poly (vinyl chloride), 
TOMAC1; tridodecylmethylammonium chloride, DOA; bis 
(2-ethylhexyl) adipate, SR; silicone rubber, TDTMAC1; 
tetradecyltrimethylammonium chloiride. c Refer to reference
12. d Optimized composition 1; 95.4 wt% SR and 4.6 wt% 
TDTMAC1. e Optimized composition 2; 86.4 wt% SR, 4.6 
wt% TDTMAC1 and 9.0 wt% DOA.

이온을 포함한 친유성 음이온들에 대한 선택성이 크 

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이들 전극막들의 

염화이온에 대한 감응기울기는 l（）q~3xl0TM 영 

역에서 -35〜-37.5 mV/decade로 이론적인 Nemstian 

감응기울기에는 못 미 쳤다.

Fig. 5. Potentiometric pH responses of TDTMACl-dop- 
ed silicone rubber membranes without plasticizer (•) 
and with 9.0 wt% DOA (O).

pH 감응특성 및 방해이온의 영향. Fig. 5는 최적 

화된 염화이온선택성 막전극（최적 전극막 조성 1, 2） 

이 실제 혈액 등과 같은 생체시료의 pH인 6.8~7.4 

영역에서도 희석과정이 없이 염화이온 농도의 측정 

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하여 pH 변화에 따른 감 

응특성을 조사한 것이다. 그림에서 생체시료의 pH 

영역인 6.8~7.4에서 pH 변화에 따른 감응성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적화된 염화이온선 

택성 막전극을 pH 7.4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실제로 염화이온과 살리실레이트 이온 

이 혼합되어 있는 용액에서 살리실레이트 이온의 방 

해작용 없이 염화이온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100 mM의 염화이 

온 만 존재하는 시료와 100 mM의 염화이온에 각각 

0.1, 1.0, 3.0 mM의 살리실레이트 이온을 포함하는 

시료를 준비하였다（혈액중 염화이온의 정상 농도범 

위는 101-111 mM이고, 살리실레이트 이온의 농도 

범위는 0.15~2.1mM 정도이다）.25 Fig. 6은 다양한 

농도의 살리실레이트 방해이온을 포함한 염화이온

icone rubber membranes without plasticizer (A) and with 
9.0 wt% DOA (B) toward 100 mM chloride (a), 100 
mM chloride/0.1 mM salicylate (b), 100 mM chloride/1.0 
mM salicylate (c), and 100 mM chloride/3.0 mM sal
icylate (d). The background electrolyte was universal 
buffer, pH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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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ynamic responses for TOTMACl-doped coated- 
wire type silicone rubber membrane toward chloride （a） 
and salicylate （b）. The background electrolyte was 
universal buffer, pH 7.4.

시료의 감응성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살리실레이트 이온의 농도가- 0.1 mM 부터 아 

스피린을 복용한 환자의 최대 함량치인 3mM까지 

존재하여도 염화이온의 측정 에 오차를 주지 않는 것 

을 볼 수 있다.

고체상 전극의 감응특성. Fig. 7은 최적 전극막 

조성 1을 CWE형 고체상 전극에 도입하여 염화이온 

과 살리실레이트 이온에 대한 감응특성을 나타낸 것 

이다. 고체형 전극에서도 재래식 전극에서와 비슷한 

감응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Fig. 8은 최적 전극 

막 조성 1을 갖는 CWE형 염화이온선택성 막전극의 

시간에 따른 감응기울기 변화와 살리실레이트 이온 

에 대한 감응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35일까지 염화이온에 대한 감응기울기는

0-1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 J--30

0 10 20 30 40

Time, day

Fig, 8. Variation of slopes toward chloride (•) and 
responses toward salicylate (O) over time for CWE bas
ed on TDTMACl-doped silicone rubber membrane. 
CWE was kept in magnetically stirred deionized water 
throughout the measurement.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살리실레이트 이 

온에 대한 감응성은 10여일이 지나면서 약간 증가하 

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이 정도의 증가치는 시료중 염화이온 분석시 오차원 

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4차 암모늄 염을 실 

리콘러버 등의 지지체에서 가소제의 종류 및 함량변 

화를 통해 다양한 조성비의 염화이온선택성 전극막 

을 제조하고, 이들의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비교하였 

다. 최적화된 전극막의 조성비는 95.4 wt% 실리콘러 

버, 4.6 wt% TDTMAC1（최적 전극막 조성 1）과 86.4 

wt% 실리 콘러 버 , 4.6 wt% TDTMAC1, 9.0 wt% DOA 

（최적 전극막 조성 2）이며 이들 전극막들의 염화이온 

에 대해 감응기울기는 1O^~3X1O *M 영역에서 

- 35-- 37.5 mV/decade로 이론적 인 Nemstian 감응기 

울기에는 못 미치나 살리실레이트 이온에 대한 선택 

성은 成\倒=0.8과 1.3으로 매우 우수하였다. 이들 전 

극막들의 감응시간은 각각 奶%（평형전위값의 95%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56 sec와 30 sec였으며（바탕 

전해질에서 100 mM 염화이온 농도로）, potential drift 

는 두 전극막 모두 0.17 mV/min이 었다. 또한 CWE형 

고체상 전극에 도입되었을 때 35일까지 우수한 감응 

특성을 나타내며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97년도 광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과 1994년도 과학재단의 연구비（94-0800-07-01- 
3）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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