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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새로운 캘릭스[4]크라운 화합물을 이온 선택성 물질로 사용하고 지지체로 PVC(poly(vinyl 
chloride)), 가소제로 DOS(Dioctyl sebacate)를 사용하여 막전극을 제작 하였다. 제작한 막전극을 지시전극으 

로 사용하여 알칼리 , 알칼리토금속 이온 그리고 전이금속 이온에 대하여 각각의 감응전위를 측정한 결과, 产 

시0「刼 Pb(NQ)2 용액에서 1狞+이온의 감응전위가 이론적인 Nemstian식 기울기에 가까운 27.0 mV/decade 

로 직선성이 잘 성립하는 감응전위를 나타내었다. Pb2+ 이온 농도변화에 따른 막의 감응시간은 t9O=10 sec 이 

었고, 막의 사용기간은 2개월 정도이다. 또한 pH 영향을 조사해 본 결과 pH 2.0-12 범위에서 감응전위 값 

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ABSTRACT. A PVC membrane electrode based on upper-rim calix [4]crown as ionophore was prepared 
니sing dioctyl sebacate (DOS) as a plasticizer. The potential response of this membrane electrode to alkali, alka
line earth and ti'ansition metal cations were examined. This membrane electrode exhibited a Nemstian response 
to 10*〜 1(尸 M Pb(NO3)2 with a 이ope of 27.0 mV/decade. Its response time (Uo) was 10s and it could be used 
for at least 2 months. Also, the potential was maintained constantly in the range of pH 2.0-12.

서 론

캘릭 스아렌은 페 놀과 포름알데 히드간의 축합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며, 분자내 동공을 포힘하고 있는 구조적 

특징과 전기적 특징으로 인해 이온 선택성 물질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캘릭스아렌 유도 

체들이 보고 되었으며,2 이들은 금속 양이온과 착물을 

형성하게 되고 게다가 캘릭스아렌 윗테의 알킬 치환체 

는 임의로 조정하기가 수월하여 그 치환체에 따라 선 

택성을 바꿀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서 이온 선 

택성 물질로 응용성 이 큰 화합물이다.

캘릭스아렌과 금속 양이온과의 착물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캘릭스아렌의 형태, 치환체의 작용기 그리 

고 비공유 전자쌍과 금속 양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이 

온-쌍극자결합)등이 있다.3
이온 선택성 물질로서의 캘릭스아렌은 알칼리 , 알칼 

리토금속 이온 선택성 전극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특히 

소듐，과 포타슘$에 좋은 선택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캘릭스아렌과 크라운 화합물을 연결한 화합 

물들도 보고 되었으며" 그 중에서 캘릭스⑷크라운-4 

화합물은 소듐에 좋은 선택성을 나타내었다.6

최근에는 특정 이온에 대해 선택성을 갖는 이온 선 

택성 막을 전극에 장착시키는 형태가 많은 관심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Ion-Selective Electrodes 

(ISEs)는 혈액, 뇨등의 생체액 분석과 발효공정등에서의 

식품화학 그리고 수질측정등의 환경분석등에 널리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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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져 왔다.'辑

본 실험에 이온선택성물질로 사용된 화합물은 캘릭 

스［4］아렌의 윗테를 기능화한 화합물로 캘릭스［4］아렌의 

수산기가 헥실옥시기로 치환됨으로써 콘(cone)의 형태 

만을 가지고 있으며 , 또한 양이온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산소원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금속을 유인하여 

안정한 착물을 형성할 수 있고, 리간드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탈착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리라 예상하고 이온 

선택성 막전극의 이온 선택성 물질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캘릭스⑷크라운 이온 선택성 물질을 이용하 

여 막전극을 제작한 다음 알칼리 , 알칼리토금속 그리고 

전이금속에 대한 감응전위를 측정하여 선택계수'*등을 

조사 하여 이온 선택성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 연구하였다.

실 험

시 약. 지지체로 사용된 PVC는 Junsei Chemical 

Co의 특급시약을 가소제로 사용된 DOS는 Fluka사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이온 선택성 물질로 사용된 화합물 

은 Cone형태의 upper-rim 1,3-Calix［4］crown으로 distal 

dibromo diol 화합물로부터 얻었으며, 이 diol화합물은 

파라브로모캘릭스［4］아렌 헥실 에테르를 n-부틸리튬으 

로 금속교환반응을 시킨 두］, B(OMe)3 로 담금질 후 

t-부틸리튬을 사용한 경우 tetrol 화합물을 얻었다. 이 

캘릭스［4］크라운 화합물은 숭실대학교 분자공학 연구실 

에서 합성한 것으로 구조는 Fig. 1에 나타내었다. 그 

밖에 실험에 사용한 모든 시 약은 특급시약을 사용하였 

다. 모든 용액의 제조에는 탈 이온수(비저항 18.2 

MQ • cm, MilliporeX 사용하였다.

이온 선택성 막전극의 제자 지지체인 PVC(66 mg,

Fig. 1. Calix[4]crown structure of ionophore.

33 wt%)와 이온선택성 물질(2 mg, 1 wt%)을 시험관 

에 넣고 THF(1 ml)에 녹인 후 가소제 DOS(132 

mg, 66 wt%> 섞어 그 용액을 유리판에 고정시킨 

직경 20 mm, 높이 약 1 cm의 유리 링에 부어 실온 

에서 약 하루동안 건조시켰다. 제조된 막은 직경 5 

mm의 원형으로 잘라내어 phillips 전극체 (IS-561; 

Glasblaserei Moller, Zurich, Switzerland)0!］ 장착시켜 

지시전극으로 사용하였다. 0.1M KC1 을 내부 기준용액 

으로 사용하였고, 이 지시전극을 감응전에 미리 탈이온 

수에 하루 정도 담궈 놓는다.

감응전위 측정. 제작된 막전극을 지시전극으로 사용 

하고 외부 기준전극은 Orion Co.의 double junction 

Ag/AgCl(Model 90-92)을 사용하였고 따라서 전극 시 

스템은 다음과 같은 전지식으로 표현된다.

Ag/AgCl I saturated AgCl I 10%KNO I test solution 

II membrane I0.1M KC11 AgCl/Ag

감응전위는 음이온(NO「)으로 고정시킨 알칼리 , 알칼 

리토금속 그리고 전이금속 용액을 1.0 X l(T~1.0X io-1 

M 농도로 변화시키면서 이 때에 측정되는 전위값을 

조사 하였고 모든 실험은 실온(25。。에서 이루어 졌다. 

모든 실험용액의 이온세기(卩=0.1, U=0.3)는 Mg(NO3)2 
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각 농도에서의 감응전위는 

High-impedance input voltameter를 통해 측정되어 컴 

퓨터에 입력 저장하여 처리하였다.

실험결과 및 고찰

가소제의 영향. 막성분의 고른 분포와 유연성을 주 

기 위해 사용되는 가소제는 DOS(dioctyl sebacate),

Fig. 2. The effect of plasticizer on the response of calix[4] 
crown electrode to Pb(II)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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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dibuty) sebacate), o-NPO顷o-nitrophenyl octyl 
ether)등이 있다. 이런 가소제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각각의 가소제들을 넣은 캘릭스［4］크라운 막전극 

을 제작하여 1(产〜 10-'M Pb(NO,)2 용액에서 Pb2+이 

온에 대한 감응전위를 조사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보듯이 Pb2+ 이온에 대한 감응전위가 가장 

좋은 DOS를 가소제로 선택하였다. 또한 DOS는 전자 

를 줄 수 있는 산소원자를 포함하고 감응이온을 감싸 

줄 수 있는 구부러진 형태의 유기물질이므로, PVC와 

DOS만으로 blank membrane을 제조하여 가소제 자체 

가 Pb2+ 이온에 대한 감응전위를 조사하였다. Fig. 3 

에서 볼 수 있듯이 1(产~ 1(尸M Pb(NO3)2 용액에서 

별다른 감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이온들에 대한 감응전위 조사. 캘릭스［4］크라운 막 

전극의 음이온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우】해서 , 양이온 

은 Na+ 로 동일하고 음이온이 Cr, Br, 匚 NQT 인 

각각의 용액에서의 감응전위를 측정 하였

다. 그 결과 Fig. 4에서 보여 주듯이 음이온 종류와는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감응전위 기울기를 나타내었고, 

캘릭스［4］크라운 막전극은 음이온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실험에서 사용된 모든 양이온의 감응전위를 측정하 

기 위해 음이온을 NQ로 고정시킨 용액을 사용하였다.

금속양이온들에 대한 조사. 알칼리 , 알칼리토금속 및 

전이금속에 대한 감웅전위를 조사한 결과 Fig. 5의 A, 

B에서 보듯이 K+ 이온은 37.0 mV/decade(l(广〜 10「'M) 

의 기울기로 어느 정도 감응전위를 나타내었지만, Pb2+ 

이온의 경우 1(产〜 lO^M 용액에서 Nemstian 감응전 

위 기울기에 가까운 27.0 mV/decade를 나타내었다. 

그외의 다른 금속은 감응하지 않았다.

-Log[Pb"]

Fig. 3. The effect of plasticizer on the response of blank-men- 
brane to Pb(II) ion.

-Log[M]

Fig. 5. Potential responses of PVC/DOS membrane electrode 
based on calix[4]crown to A) alkali and alkali earth metal 
ions B) transition metal ions.

-Log[anion]

Fig. 4. The effect of anions on the potential response of calix 
[41crown electrode.

Fig. 6. Potential response to the concentration step of Pb2+ 
from IO-4 M to 10~3 M.

2000, Vol. 44,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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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H response of calix[4]crown membrane.

Cu2
C/'zn가 CdW

-Lead nitrate

-Nickel nitrate

---------------nitrate

-»-Zinc nitrate

t- Cobalt nitrate

—Cadium nitrate

-Potassium nitrate

-log[Mn+]

Fig. 8. Selectivity coefficient, Log Kg* 泌 varies ions 
with the lead ion-selective electrode based on calix[4]crown.

Fig. 6에서 보여지듯이 에서 10-物로 Pb2+ 

이온의 농도변화에서 막의 감응시간은 顷=10 sec 으로 

감응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작된 막전극은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초 

기감응전위와 P1户 이온에 대한 기울기가 줄어드는 것 

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 막전극은 실험 후 탈이온수 

에 담구어 보관하면 약 2개월정도 사용 가능하다.

pH 감응. Calix［4］crown 믹전극이 수소 이온 농도 

변화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 HNO3 와 NaOH 용액만으로 pH 12까지 변화시 

키면서 감응전위를 측정한 결과 Fig. 7와 같다. Fig. 

7에서 보여지듯이 pH 2-12 범위에서 감응전위 값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 되었고, 막전극은 넓은 pH 범위 

에 4+7서 사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선택계수. 이온선택성 막전극은 어떤 특정 이온에만 

감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대부분 다른 이온에 

도 감응하기 때문에 가장 친화적인 이온에 대하여 다 

른 이온이 전극에 감응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 

택계수를 구한다. 즉 선택계수는 화학종 A와 비교하여 

다른 화학종 B가 전극에 감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 값이다. 각각의 이온종들의 한 활동도에서의 전위 

를 따로 측정 하는 방법 인 Separate solution method 

(SSM> 사용하여 10~3 M 용액의 전이금속과 알칼리 

금속이온들의 선택계수를 구하였고 그 결과는 Fig. 8 

과 같다. Fig. 8과 같이 알칼리금속 중 須이온의 경 

우 Log K籠k=36 으로 어느정도 방해효과를 가지 

고 있으나, 그외의 다른 금속들은 거의 방해효과를 나 

타내지 않았다.

결 론

캘릭스［4］크라운을 이온 선택성 물질로 사용하고 지 

지체는 PVC, 가소제는 DOS 를 사용하여 막전극을 

제작하여 금속 양이온들의 감응전위를 조사한 결과, 

lO^-lO-'M 용액에서 음이온(C「, Br , r, NOQ각각 

의 감응전위를 조사한 결과 음이온의 종류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pH 2.0-12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Pb*이온의 경우 1(产〜10勺4 Pb(NO,)2 용액에서 

珏2+이온의 감응전위가 이론적인 Nemstian식 기울기에 

가까운 27.0 mV/decade을 나타내었으며 , Pb2+ 이온농 

도 변화에 따른 막의 감응시간은 t9„=10 sec 이었고, 

막전극의 사용기간은 2개월 정도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캘릭스［4］크라운 화합물을 이용한 막전극은 Pb2+ 이온 

에 대해 선택성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1998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과학연구소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 

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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