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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el 법을 이용한 이성분 금속산화물 (IrO2-RuO2) pH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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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sol-gel method was used to prepare binary metal oxide (IrO2-RuO2) pH sensor. 
The electrodes that mole percent compositions (mol%) of IrO2 and RuO2 were 70:30 and 30:70 
were selected. The characterizations of Nernstian response over pH range, response rate, 
interference on alkaline metals and reproducibility were investigated. Also the electroanalytical 
properties of these electrodes were evaluated in comparison with a commercial glass pH electrode. 
The composition of IrO2:RuO2 70:30 mol% was chosen as better electrode formulation. The 
electrode was not susceptible to the action of interfering ions such as Li+, Na+ and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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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H 측정은 환경, 식품 산업, 임상 의학 및 산
업 공정제어와 같은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어지며 
감도, 선택성, 안정성이 탁월하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 때문에 유리 pH 전극이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다.[1] 그러나 유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파손
이 되기 쉬우며, 식품이나 생체응용, 토양의 pH 
측정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또한 화학적으로 
불안정할 뿐 아니라, 유리막이 말라버리면 제대로 
감응하지 못하여 불안정한 기능과 오차를 일으키
기 때문에 습식 저장을 필요로 하며, 소형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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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제한된 형태 등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
어 유리전극을 대체할만한 전극으로 금속산화물
이 가장 유력한 pH 센서로 추천되어 왔다.[2] 금
속 산화물로는 PtO2, IrO2, RuO2, RhO2, TiO2, 
SnO2, Ta2O5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3] 금
속산화물 중 이리듐 산화물과 루테늄 산화물은 
우수한 부식 저항과 열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높은 감도와 낮은 저항성을 갖기 때문에 가장 널
리 사용된다.[4] 
  금속 산화물을 이용한 전극의 제조 방법으로는 
스퍼터링 증착[5], 전기화학적 석출[6,7], 열 산화
법[8] 및 졸-겔 공정[9] 등이 있다. 스퍼터링 증
착 공정은 넓은 pH 범위와 빠른 응답, 비교적 
적은 drift, 높은 내구성과 뛰어난 안정성을 가지
고 있으며 최대 250℃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
러나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든다. 전기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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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출 (electrochemical deposition) 방법은 전위를 
가하여 용액 내에 존재하는 금속 이온을 착화합
물이나 금속 수산화물 또는 금속 산화물 형태로 
석출시키는 방법이다. 열 산화법은 물이나 알코올
에 녹는 금속 염화물을 glassy carbon, platinum, 
titanium 등과 같은 비활성 물질에 솔로 칠하거
나 dipping하여 표면에 코팅한 후 열을 가하여 
산화시키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렇게 
얻어진 금속 산화물은 염화 이온을 포함하게 되
어 순수한 금속 산화물을 얻기 어려우며 산화물
에 염화 이온이 존재함으로써 재현성 있는 pH 
값을 얻기 어렵다.[10] 졸-겔 법(sol-gel method)
은 졸에서 겔, 겔에서 세라믹스의 과정을 거치는 
공정을 말하며, 졸이 형성된 후 용매를 제거 해 
겔로 전이 시킨 다음 열처리를 하여 세라믹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11] 또한 졸-겔 
과정에서 metal alkoxide 또는 금속염을 사용하
지만 metal alkoxide는 금속염에 비하여 비싸고 
취급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금속염을 주로 
사용한다.
  이성분 금속 산화물(binary metal oxides)을 이
용하여 pH 센서를 제조하는 방법들이 최근 개발
되었다.[12] 전기화학적 석출 방법으로 이성분의 
금속 산화물을 비활성 물질, 즉 glassy carbon, 
platinum, titanium 등에 석출시키기는 매우 복잡
하고 어렵기 때문에 두 성분의 금속 산화물을 제
조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성
분의 금속 산화물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졸-겔 
법이 가장 편리하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Pechni는 균일한 이성분계 산화물의 분말을 제조
하기 위해 최초로 제안된 polymeric precursor방
법으로 납이나 알칼리토금속과 함께 티타늄 산화
물이나 니오비움 산화물인 이성분의 금속 산화물 
(binary metal oxide) 제조 방법을 제안하였고, 
졸-겔 과정에서 citric acid(CA)와 ethylene 
glycol(EG)을 사용 하였다.[13] 금속염들을 
ethylen glycol (EG)과 citric acid (CA) 혼합물에 
녹여 금속 이온이 균일하게 분산된 폴리에스터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 용액을 담체위에 올리고 
적정 온도에서 소성하여 금속 산화물 박막을 얻
는다. Pechini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금속전구체에 
citric acid, tartaric acid와 같은 
2-hydroxycarboxylic acid 물질을 첨가하여 금속 
양이온의 chelation을 통해 착화합물을 형성시키
고 이를 polyhydroxy alcohol을 이용하여 
polyester화 반응을 통해서 polymeric resin을 얻

는 것이다. 이 resin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하
소하여도 결정성을 얻을 수 있고 용액상태에서 
금속이온들이 나노 입자 수준으로 혼합되기 때문
에, 매우 균질하고 정확한 조성의 분말을 합성할 
수 있다.[13]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졸-겔 과정
에서 citric acid와 ethylene glycol을 사용하는 대
신에 ethanol과 acetic acid를 사용하기도 하였
다.[10] 금속 염화물을 시작 물질로 사용하면 
polycarboxylic acid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polycarboxylic acid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속 산
화물 중에 염화 이온이 존재하게 된다.[10]  

본 연구에서는 이리듐과 루테늄 염화물(IrCl3와 
RuCl3)을 sol-gel 법을 사용하여 각 조성별로 제
조 하였으며, 이를 400℃에서 소결시켜 전극으로 
사용하였다. iridium과 ruthenium의 비율에 따라
서 나타내는 pH 용액에서의 감응성, 방해효과, 안
정성, 재현성, 감응 시간과 안정화시간 등을 측정
하였으며 pH 측정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실 험

  이성분 IrO2-RuO2 용액 제조는 citric 
acid(CA)와 ethylene glycol(EG)을 1:4.65 몰 비
가 되도록 citric acid 4.80 g와 ethylene glycol 
22.5 g을 탈 이온수를 사용하여 CA/EG 모용액
을 제조 한 후, 용액 조성 몰 비를 
CA:EG:Ir+Ru=1:4.65:0.33을 기준으로 하여 각 
조성별 용액을 제조하였다. CA/EG 용액 50 mL
를 60℃ 가열하여 IrO2-RuO2 용액을 각 조성별
로 혼합하고 용해시켜 제조하였다.
  이성분 IrO2-RuO2 전극의 제조는 티타늄 봉 
(길이 5 cm, 지름 3mm)을 샌드 브라스팅(sand 
blasting)한 다음 1시간 동안 소니케이터를 사용
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다시 HF 
(hydrofluoric acid, 49~52 %)를 이용하여 표면
을 에칭한 다음 이성분 IrO2-RuO2 용액을 각 조
성별로 붓을 이용하여 티타늄 봉의 1/3 정도를 3
∼4회 덧칠 한 후, 105℃에서 10분간 건조시킨 
후 400℃의 온도에서 각각 30분간 가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10회 반복하였다. 제조된 전극은 
감응 부위(2 mm)를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테
플론 테이프로 감아서 제작하였다. 
  이성분 IrO2-RuO2 pH 전극의 pH 감응 특성
을 알기 위하여 제조된  IrO2-RuO2 pH 전극과 
포화 칼로멜 전극을 사용하여, 2, 4, 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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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pH 완충용액에서 pH에 따른 감응 전위를 
측정하였다. 방해이온 측정을 위해서는 0.01 M 
Tris 용액을 모용액으로 하여 0.14 M Na+, K+, 
Li+이 포함된  방해이온 측정용 용액을 제조하여 
방해이온 용액을 pH 1.00로 조절한 후 유리 pH 
전극과 포화 칼로멜 전극, 이성분 IrO2-RuO2 
pH 전극을 두 개의 pH 미터에 연결하고 0.10 
M NaOH를 조금씩 적가하며 pH와 
open-circuit potential(mV)을 동시에 측정하였
다. 방해 이온 측정 방법은 mixed-solution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성분 
IrO2-RuO2 pH 전극의 성능을 관찰하기 위해 유
리 pH 전극과 함께 같은 0.10 M H3PO4 10 
mL에 표준화된 0.09 M NaOH를 적가하면서 측
정된 pH를 비교하였다. 상용 pH 전극으로는 
Orion 8157 combination pH electrode를 사용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산화 이리듐만을 포함하는 열처리된 전극은 만
드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mV/pH 기울기 (-51 
mV/pH ∼ -62.8 mV/pH)를 갖는다.[8, 14-17]  
그러나 전기화학적 산화에 의해 제조된 산화이리
듐 전극은 상온에서 항상 super-Nernstian 기울
기 (-61 mV/pH ∼ -83 mV/pH)를 갖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4] 반면에 루테늄만을 포함하는 
전극은 또한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Nernstian 기울기보다 작은 기울기(-51.20 
mV/pH ∼ -55.64 mV/pH)를 갖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8-21] 그러므로 IrO2와 RuO2 두 성
분으로 이루어진 binary system에 대한  pH 전
극으로써의 적용을 조사하였다. 선택된  IrO2와 
RuO2 두 성분의 mole %는 Table 1에서와 같다.

Table 1. Compositions of IrO2-RuO2 
         Electrodes

IrO2-RuO2 mol%
Ir:Ru:CA:EG molar 

ratio

70-30 0.23:0.10:1.00:4.65

30-70 0.10:0.23:1.00:4.65

  Figure 1은  두 조성 비 (IrO2:RuO2 mol% = 
70:30과 30:70)를 갖는 IrO2-RuO2 전극에 대한 
pH에 따른 열린-회로 전위(open-circuit 
potential)를 나타내었다. pH 2 ∼ 12까지의 범
위에서 두 조성비를 갖는 IrO2-RuO2 전극의 경
우 모두에서 매우 훌륭한 직선성 (R ≥ 0.999)을 
나타내며 sub-Nernstian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 
Table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IrO2:RuO2 
mol% 가 70:30을 갖는 IrO2-RuO2 전극의 감응 
기울기는 51.1±1.2 mV/pH 값을 보이는 반면에 
IrO2:RuO2 mol%가 30:70을 갖는 IrO2-RuO2 
전극의 감응 기울기는 49.8±1.4 mV/pH 값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Nernstian 기울
기에 비하여 다소 낮은 감응 기울기를 보이고 있
으나 매우 훌륭한 직선성을 나타내며 이미 연구
된 논문들의 결과 범위 내에서 거의 일치하는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pH 완충용액 pH 2.0에서 pH 12.0으로 단계
적으로 갈 때의 전위 값의 변화와 다시 pH 12.0
에서 pH 2로 돌아올 때의 전위 값을 측정함으로
써 전극들의 감응에 대한 재현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IrCl3와 RuCl3을 이용하여 제조한 두 조성
(IrO2:RuO2 mol% = 70:30와 30:70)을 가진 이
성분 IrO2-RuO2 pH 전극을 6개의 pH 완충용액
(2.0, 4.0, 6.0, 8.0, 10.0, 12.0)속에서의 각각의 
pH에 대한 전위 값들을 Figure 3과 4에서 보여
주고 있다. pH 12에서 두 조성을 가진 전극들에
서 시간에 따라 음 전위 쪽으로 약간 이동함을 
보였다. 그러나 pH 2.0에서 pH 10.0까지의 완충
용액에서는 매우 안정한 potential 변화를 나타내
었다. 반복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H 4.00 
와 10.00인 완충용액에서 번갈아 가면서 250초씩 
5번 측정하였을 때 pH 4.00인 완충용액에서는 
오차 범위가 pH 4.00±0.03이었고 pH 10.00인 
완충용액에서의 오차 범위는 pH 10.00±0.05를 
나타내었다. 또한 산성인 pH 2.00인 완충용액과 
염기성인 pH 12.00인 완충용액에서 연속적으로 
2분마다 측정했을 때 오차 범위는 각각 pH 
2.00±0.04와 pH 12.00±0.06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통해 산성에서보다 염기성 용액에서 더 
큰 오차 범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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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pe (mV/pH) Correlation coefficient

IrO2:RuO2(70:30 mol%) 51.1±1.2 -1.000

IrO2:RuO2(30:70 mol%) 49.8±1.4 -0.999

Table 2. Slope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Linear Curves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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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 dependence of the open-circuit 
potential of IrO2-RuO2 binary system 
prepared at 400℃ (■; IrO2:RuO2 
mol% = 70:30 and ●; IrO2:RuO2 
mol% =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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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tential response of an IrO2-RuO2 

(70:30 mol%) electrode to pH changes 
in a series of pH buffer solutions from 
pH 2 to 12.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100

0

100

200

300

400

500

pH12

pH10pH10

pH8pH8

pH6pH6

pH4pH4

pH2pH2

m
V

Time(s)

Fig. 3. Potential response of an IrO2-RuO2 

(30:70 mol%) electrode to pH 
changes in a series of pH buffer 
solutions from pH 2 to 12.

  Table 3에서는 두 조성 비 (IrO2:RuO2 mol% 
= 70:30과 30:70)를 갖는 IrO2-RuO2 전극에 대
한 방해효과를 알기 위해서, 일가 양이온들(Li+, 
Na+, K+)을 사용하여 mixed-solution 
method[22]로 얻어진 선택계수들이다. 이들 두 
조성을 갖는 전극들에서 K+ 이온이 가장 심한 방
해를 나타내었다. 이들 값들로부터 두 조성비를 
갖는 전극들은 모두 K+>Na+>Li+ 순으로 방해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조성비를 
갖는 IrO2-RuO2 전극 중에서는 IrO2:RuO2의 
mol%가 70:30%인 전극이 30:70%의 조성을 갖
는 전극에 비하여 방해를 덜 받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두 조성비를 갖는 IrO2-RuO2 전극과 유리 pH 
전극의 감응을 비교한 자료를 Figure 4와 5에서 
보여주고 있다. H3PO4 용액에 NaOH 용액으로 
산-염기 적정을 수행하였다. Figure 4와 5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개의 변곡점을 얻을 수 있었으
며, 두 조성비를 갖는 IrO2-RuO2 전극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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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2-RuO2 
(mol%)

Li+ Na+ K+

Ir-Ru (70 : 30) -12.0±0.3 -11.8±0.3 -11.8±0.5

Ir-Ru (30 : 70) -11.7±0.4 -11.7±0.4 -11.6±0.7

Table 3. Selectivity Coefficients, 
     or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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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tentiometric titration curve of 10 mL 
of 0.10M H3PO4 solution with 0.090 
M NaOH using the IrO2-RuO2 
(mol% 70:30)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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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tentiometric titration curve of 10 mL 
of 0.10M H3PO4 solution with 0.090 
M NaOH using the IrO2-RuO2 
(mol% 30:70) electrode.

조성비(mol%)가 70:30%인 전극은 상용 유리 
pH 전극과 거의 같은  적정곡선을 보이는 반면

에 상용 유리 pH 전극에 비하여 30:70%의 조성
비(mol%)를 갖는 전극은 pH 6 이상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감응속도를 비교한 결
과 조성비(mol%)가 70:30%인 전극은 100초 이
하에서 안정한 전위 값을 유지하였고 30:70%의 
조성비(mol%)를 갖는 전극은 145초 이내에서 안
정한 전위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두 조성비
를 갖는 IrO2-RuO2 전극 중에서 조성비(mol%)
가 70:30%인 전극은 상용 유리 pH 전극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성비
(mol%)가 30:70%인 전극 또한 70:30%인 전극
에 비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으로 사용되는 유리 pH 전
극과 함께 IrO2-RuO2 이성분 금속 산화물로 제
작된 pH 전극 특성 및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려 하였다. 전처리 된 티타늄 봉
에 졸-겔 법으로 만들어진 IrO2-RuO2 용액을 
도포한 후 400℃로 가열하여 제작하였다. pH 범
위에서의 Nernstian 감응, 감응속도, 재현성 및 
일가 양이온에 대한 방해효과 등의 특성을 조사
하였으며 두 조성비를 갖는 IrO2-RuO2 전극 중
에서 조성비(mol%)가 70:30%인 전극이 더 좋은 
특성을 보였다. 이 전극은 상용 유리 pH 전극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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