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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박막흐름 지 (TLFC)의 작업 극인 유리질 탄소 극 (GCE; A=0.208 cm2) 표면에 5 μL

의 HgO 피복용액 (0.5% HgO + 0.25% polystyrene /cyclohexanone)을 피복시키고 pH 4.5 acetate 

buffer를 흘려주면서 -0.40 V에서 300 간 해시켰을 때 doxorubicin의 기환원에 하여 최

의 감도를 나타내는 수은피막 박막흐름 지 (MFTLFC)를 제작할 수 있었다. MFTLFC에서 

doxorubicin은 Ag/AgCl (3 M NaCl)에 하여 -0.53 V에 이르러 확산 류 (Id)값을 주었으며 수식하

지 않은 GCE를 사용한 박막흐름 지 (TLFC)에서 보다 1.7배 더 큰 Id를 나타내었다. 우리 면

( 하)을 doxorubicin 과 daunorubicin 표 용액 농도에 하여 도시한 결과, 1.0 × 10-8 M ~ 1.0

× 10
-6 M 농도범 에서 검량인자는 각각 1.12 × 108 μC/M (상 계수: 0.969) 과 0.98 × 108 μC/M

(상 계수: 0.999)이었다.

Abstract：The mercury film thin layer flow cell (MFTLFC) which yielded the highest sensitivity for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doxorubicin was constructed by coating the glassy carbon working electrode

(GCE; A=0.208 cm2) with 5 μL of HgO coating solution (0.5% HgO + 0.25% polystyrene 

/cyclohexanone) and subsequently followed by applying a potential of -0.40 V for 300 sec in the flow 

stream of an acetate buffer of pH 4.5. The voltammogram of doxorubicin reached the diffusion current 

plateau at -0.53 V vs. a Ag/AgCl (3 M NaCl) in the MFTLFC. The diffusion current (Id) of doxorubicin 

at the MFTLFC was 1.7 times greater than the Id obtained at the TLFC employing a bare glassy carbon 

working electrode. When the peak areas (electric charge) were plotted vs. concentrations of standard 

anthracyclines, the calibration factors of doxorubicin and daunorubicin were 1.12 × 108 μC/M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0.969) and 0.98 × 108 μC/M (R2: 0.999), respectivel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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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range between 1.0 × 10
-8 M and 1.0 × 10-6 M.

Key words : mercury film thin layer flow cell, doxorubicin, daunorubicin, flow injection analysis

1. 서  론

Doxorubicin 과 daunorubicin은 핵산과 결합하여 항암

작용을 나타내는 anthracycline계 항생제로서 폐암, 유방

암, 백 병 등의 종양치료에 리 사용되고 있으나 심

장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어서, 임상  용에 있어서 

약물의  농도를 정확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발간한 항생물질의약품기 에 의

하면 doxorubicin은 미생물학  분석법인 원통평 법과 

495 nm에서의 흡 도를 측정하여 역가를 시험하고 

daunorubicin은 미생물학  방법과 254 nm의 자외부 흡

도계를 장착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 법

(HPLC)으로 역가를 시험한다.1 미국약 (USP)2, 국약

(BP)
3  유럽약 (EP)4에서도 이들 항암항생제에 

한 분석방법으로 HPLC-UV (254 nm)를 채택하고 있다. 

그 밖에 형 검출기5,6, 기화학검출기7, 질량분석기8를 

활용한 HPLC 법과 탄소원형 극의 기화학검출기를 

장착한 모세  기 동법 (CE)9이 문헌에 보고된 바 

있다. Anthracycline계 항생제의 구조는 Fig. 1에 보여진 

바와 같이 anthraquinone aglycone 과 이에 결합된 ami- 

nosugar로 구성되어 있으며 aglycone의 구조 내에 phe- 

nolic hydroxyl기와 quinone moiety의 기 화학  산화/

환원이 HPLC  CE의 기화학 검출의 근거가 된다. 

기화학 검출기를 장착한 HPLC-EC법에서는 palladium 

기 극에 하여 -0.30 V에서 기량을 측정하 고7, 

CE-EC법에서는 Ag/AgCl (3 M KCl)기 극에 하여 

+0.95 V에서 류를 측정하 다.9 본 연구실에서는 

Anthracycline계 항생제의 일종인 doxorubicin의 기 화

학  거동을 수은 극에서 연구한 결과 기환원에는 

aglycone 내의 quinone moiety가 여하고 H+/e- 비가 1

임을 보고한 바 있다.10 HPLC의 기화학 검출기로 

리 사용되고 있는 유리질 탄소 극 (glassy carbon elec- 

trode; GCE)은 극활성물질의 표면흡착으로 인하여 검

출한계 농도가 비교  높고 (10-7 M), 직선 농도범 가 

크지 않아서 GCE를 수식하여 수은피막을 형성하는 방

법을 모색하 다. 일반 으로 GCE에 수은 피막을 입히

는 방법 에는 해질 용액으로 제조한 Hg (II)용액을 

기환원 시키거나, 시료 용액에 Hg (II)를 직  첨가하

여 분석물질과 함께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속 

이온들의 산화 극 벗김 분석 (anodic stripping analysis; 

ASV)에 이용되어왔다.11-13 최근에 수은 구체로서 

Hg2Cl2, HgCl2 는 HgO를 고분자 결합체와 cyclohe- 

xanone에 용해시켜서 탄소 혼합 극 (carbon composite 

electrode)을 수식하고 Pb와 Cd 속이온에 한 ASV 

분석을 상세하게 연구한 실험에서 HgO 피복용액으로 

수식한 극의 감도가 제일 우수함을 Lee 등은 보고한 

바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HPLC의 기화학 검출기로 

활용할 수 있는 수은피막 박막흐름 지 (Mercury Film 

Thin Layer Flow Cell; MFTLFC)를 만들어서 anthra- 

cycline계 항생물질들을 류법으로 분리 분석하려는 목

이어서 흐름 (flow line)을 오염시키지 않고 순수한 

수은 피막만을 GCE 상에 형성시키고자 하 다. 그리하

여 HgO 피복용액으로 GCE를 수식하고 기환원시켜

서 MFTLFC를 제작하고 doxorubicin 과 daunorubicin에 

한 흐름주입분석 (Flow Injection Analysis; FIA)을 연

구하 다. HgO 피복용액으로 수식하여 만든 수은피막

극은 분석물질의 흡착 시 수은피막의 제거와 극을 

다시 수식하는 방법이 용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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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mical structures of anthracycline antibiotics.

       doxorubicin: R= COCH2OH

       daunorubicin: R= CO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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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2.1. 기기

FIA를 실행하기 해 Waters 600E Multisolvent Deli- 

very System Pump ( 는 린 SP930D 용매이송펌 ), 

Waters model U6k Universal LC Injector ( 는 Rheodyne 

injector 7725-018), BAS model CC-5 Flow cell 과 LC-4C 

Amperometric Detector 그리고 Autochrowin version 2.0 

plus software를 사용하 다. 박막흐름 지 (thin layer 

flow cell; TLFC)는 유리질 탄소 극 (glassy carbon 

electrode; GCE; A=0.283 cm2), Ag/AgCl (3 M NaCl) 기

극과 stainless body의 보조 극으로 구성되었다.

2.2. 시약  용액

시약은 모두 1  이상 분석용 시약을 사용하 으며 

daunorubicin hydrochloride (C27H29NO10・HCl:95%) 와 

doxorubicin hydrochloride (C27H29NO11・HCl:97%)는 동아

제약에서 제공하 다. 물은 이차 증류수 제조기 (제일과

학 model 0-102)에서 만들어진 증류수를 순수제조기

(Millipore. model Milli-Q)에 통과시켜 물의 기 항이 

18MΩ이상인 것을 사용하 고, acetate buffer는 sodium 

acetate trihydrate (F.W. 136.08, Shinyo Co.) 13.605 g 을 

물에 녹인 후, 고 순도 glycial acetic acid (Aldrich Co.)를 

사용하여 pH 3.5 ~ 4.5로 조 하고 체용액의 부피가 

1.00 L가 되게 하 다. HgO 피복용액은 1 mL의 cyclo- 

hexanone이 들어있는 바이알에 5 mg의 polystyrene을 넣

고 음  세정기 (ultrasonicator)상에서 10분간 진동시켜

서 완 히 용해시킨 후 2.5 mg의 HgO (Samchun Chem.)

를 넣고 흔들어 균일한 용액을 제조하 다.

2.3. 수은피막 박막흐름 지(mercury film thin 

layer flow cell; MFTLFC)의 제작

박막흐름 지 (TLFC)의 GCE 표면에 수은피막을 형

성시키기 하여 일정량 (2 ~ 10 μL)의 HgO 피복용액

을 GCE 표면에 피복시킨다. 100 ℃에서 10분간 건조시

킨 후 실온으로 냉각하고 흐름 지 (flow cell; FC)를 재

조립한다. 이어서 FC에 pH 4.5 acetate buffer용액을 1.0 

mL/min 속도로 흘려주면서 HgO로 수식된 GCE에 

-0.4V를 일정시간 (100 ~ 600 ) 부하시켜서 HgO를 Hg

로 환원시킨다. 

3. 결과  고찰

3.1. HgO 수식 유리질 탄소 극의 SEM 사진

깨끗한 유리질 탄소 극 (bare GCE)과 HgO 피복용액 

5 μL를 입힌 GCE (HgO-수식 GCE) 그리고 HgO-수식 

GCE를 -0.4 V에서 300 간 환원시킨 수은-피막 GCE를 

주사 미경 (Jeol, Model JSM-5600LV)으로 사진을 어 

보았더니 Fig. 2와 같았다. SEM사진에서 a는 carbon 

tape (경계선 윗부분)를 조하여 은 bare GCE 표면

(경계선 아랫부분)이고 b는 HgO-수식 GCE로서 bare 

GCE표면에서 볼 수 없었던 HgO의 입자덩어리들을 

찰할 수 있었으며 c 와 d는 수은-피막 GCE로서 Hg의 

입자들은 HgO의 입자들보다 작게 나타났다. 사진 c는 

bare GCE에서 직  수은-피막 GCE를 제작한 후 즉시 

촬 한 사진이며, 사진 d는 bare GCE 와 HgO-수식 

GCE의 사진을 각각 촬 한 후 수은-피막 GCE를 제작

하고 은 사진으로서 c 와 d에서 수은 피막 형태상의 

차이 은 없었다.

3.2. 수은피막 박막흐름 지(MFTLFC)에서 do- 

xorubicin의 압 류곡선

HgO로 수식하지 않은 TLFC와 수은-피막 GCE를 작

업 극으로 사용한 MFTLFC에서 doxorubicin에 한 

압 류곡선 (volammogram)을 각각 그렸다. 수은 극 상

에서 doxorubicin의 기화학 거동은 pH 3.5 ~ 4.5의 

acetate buffer를 지지 해질로 사용할 때 의가역

(pseudo-reversible)으로 나타난 바 있다.10 그리하여 압

을 -0.2 V에서 -0.62 V 까지 30 mV 간격으로 바꾸어 주

면서, pH 4.5 acetate buffer를 흐름 지 속으로 통과 시

킬 때와 pH 4.5 acetate buffer로 제조한 1.0 × 10-5 M 

doxorubicin 용액 200 μL를 주입시켰을 때 흐르는 류

의 차이를 측정하 다.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은-

피막을 입힌 MFTLFC는 같은 실험 조건 하에서 TLFC

보다 doxorubicin에 하여 더 큰 류 값 을 나타내었

으며 -0.53 V에 이르러 확산 류 (diffusion current; Id)를 

나타내었다. MFTLFC의 확산 류(diffusion current; Id)는 

TLFC의 확산 류보다 약 1.7배 더 크게 나타났다. 

TLFC는 흔히 분석 상물질이 GCE 극표면에 흡착할 

경우 기화학 인 산화/환원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오

염이 심할 경우에는 연마 등의 물리 인 방법으로 처리

하게 되는데 TLFC의 GCE를 따로 분리하기도 어려우며 

연마하고 세척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비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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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face morphology of the HgO-modified GCE.

       a: bare GCE vs. carbon tape

       b: HgO-modified GCE

       c & d: Hg-film G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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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oltammograms of 1.0 × 10-5 M doxorubicin/acetate 

buffer of pH 4.5.

       ▲ : thin layer flow cell

       ● : mercury film thin layer flow cell

       (HgO coating solution; 10 μL, 

       electrolysis time; 300 sec)

       flow rate : 1.0 mL/min

       injection volume : 200 μL

MFTLFC의 수은피막을 입힌 GCE는 분석물질이 흡착하

을 때 cyclohexanone을 묻힌 면 으로 MFGCE 극표

면을 깨끗이 닦아  후 polystyrene 과 수은이 극표면

에 잔류하지 않도록 진한 황산을 극표면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면 으로 다시 닦아주면 된다. 표면이 깨끗

하게 재생된 GCE를 실험 2.3 방법에 따라 다시 수은피

막을 입  MFTLFC를 제작하 으며 새로 피복된 수은 

피막은 8시간 동안 연속 으로 FIA를 실행할 수 있었으

나 그 이후에는 잡음신호가 발생하고 안정한 base line을 

얻기 힘들었다. 이 연구 실험기간 동안 동일한 GCE에 

수은피막을 재생시켜서 사용하 다.

3.3. 실험조건에 따른 Hg 피막의 형성

실험 2.3.의 MFTLFC 제작 방법에 하여 GCE 작업

극에 -0.4V를 부하하고 100 ~ 600 간 해시켜서 

수은 피막을 형성시켰다. 그리고 해시간을 각각 달리

한 MFTLFC를 사용하여 pH 4.5 acetate buffer로 제조한 

1.0 × 10-5M doxorubicin에 한 Id측정을 -0.53 V에서 

시행하 다.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해시간이 100

부터 증가할수록 Id가 증가하다가 300  이상에서는 오

히려 확산 류가 감소하 다. HgO 피복용액 10 μL를 

GCE에 피복시킬 때 -0.4 V에서의 해시간은 300 가 

최 이며 수은피막의 면 이 최 인 것으로 나타났다.

HgO 피복용액을 2, 5, 8 μL 부피로 각각 GCE에 피

복시킨 후 -0.4 V에서 해시간을 300 로 고정하여 Hg 

피막을 형성시키고 1 × 10-5 M doxorubicin 용액에 한 

Id측정을 하 다.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 μL

까지는 Id가 증가하다가 8 μL가 되면서 오히려 감소하

다. 따라서 본 실험의 FIA에서는 5 μL의 HgO 피복

용액 (0.5% HgO + 0.25% polystyrene /cyclohexanone)을 

GCE (A=0.208cm2)표면에 피복시키고 -0.4 V에서 300

간 해시켜서 제작한 MFTLFC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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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electrolysis time on Id of 1.0 × 10-5 M 

doxorubicin.

       HgO coating solution; 10 μL

       Eapp = -0.40 V vs. a Ag/AgCl (3 M NaCl)

       injection volume : 200 μL

       flow rate : 1.0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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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olume effects of HgO coating solution on 

Id of doxorubicin & daunorubicin at the 

concentration of 1.0 × 10-5 M   

volume

(μL)

Id ( μA)

daunorubicin doxorubicin

2 3.15 2.93

5 5.24 5.80

8 1.52 1.88

3.4. MFTLFC에서 anthracyclines 용액에 

한 검량곡선

Doxorubicin과 daunorubicin 용액을 pH 3.5 acetate 

buffer를 사용하여 각각 1.0 × 10-8 M ~ 5.0 × 10-4 M 로 

제조한 후, 이 anthracyclines 표 용액을 200μL씩 주입

하여 FIA로 -0.53 V에서의 Id를 3번 반복 측정하 다.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3번 반복 측정한 1.0 × 10-6 

M doxorubicin용액의 FIA data를 분석하면 우리높이는 

5.13 ± 0.19 μA (상 표 편차; 3.7%)이었고 우리면

은 153.95 ± 8.12 μC (상 표 편차; 5.3%)이었다. 

Anthracyclines 표 용액에 하여 우리 면 (μC)을 

도시한 결과 1.0 × 10-8 M ~ 1.0 × 10-6 M 농도범 에서 

doxorubicin 과 daunorubicin은 각각 1.12 × 10
8 μC/M 과 

0.98 × 108 μC/M의 검량인자 (calibration factor)를 나타

내었고 상 계수는 각각 0.969와 0.999로서 직선 이었

다(Fig. 6). 그러나 높은 농도범 (5.0 × 10-6 M ~ 5.0 ×

10-4 M)에서는 낮은 농도범 와 비교하여 검량인자가 

doxorubicin은 0.53 × 108 μC/M 이었고, daunorubicin은 

0.32 × 10
8 μC/M 로 낮았다. MFTLFC를 사용하여 FIA

로 anthracyclines 항생제를 정량할 때, 2차수 농도 범

에서 직선 인 검량곡선을 그릴 수 있었고 10-8 M 농도

까지도 검출할 수 있었다. 우리 류를 항생제 표 용

액에 하여 도시할 때에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MFTLFC를 HPLC의 검출기로 활용하면 다양한 

anthracycline계 항생제와 사산물, 는 분해산물을 분

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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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A data of 1.0 × 10-6 M doxorubicin/acetate buffer 

of pH 3.5.

       HgO coating solution; 5 μL

       Eapp = -0.40 V vs. a Ag/AgCl (3 M NaCl)

       electrolysis time; 300 sec 

       injection volume : 200 μL

       flow rate : 1.0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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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alibration curves of anthracyclines.

       Concentration range: 1.0 × 10-8 M ~ 1.0 × 10-6 M

       ▲: doxorubicin      ●: daunorub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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