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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되지 않는 두 용액 사이의 계면(interface between two immiscible electrolyte solutions, ITIES)에서의 전하 이동 반응에 

대한 전기화학적 연구는 이온 검출용 센서, 바이오센서, 생체막 모델링, 약물 전달 반응, 상전이 촉매반응, 연료 생성, 

태양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ITIES에서의 

이온 전이 반응을 이용하여 이온물질 및 생물질 등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로 개발하기 위해 불안정한 ITIES의 한 쪽 

액체층을 젤(gel)화하여 안정화하고, 마이크로 계면 형성을 통해 전압강하를 최소화 시키는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졌다. 본 총설에서는 ITIES 계면에서의 이온 전이 반응을 이용하여 개발된 다양한 센서의 원리와 응용 및 발전 가능

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ITIES 계면을 (i) 보편적인 액체/액체 계면형, (ii) 마이크로피펫 팁형, (iii) 고분자 박막에 

형성된 단일 마이크로홀 또는 마이크로홀 어래이형 및 (iv) 실리콘 기판에 제작된 마이크로홀 어래이형으로 분류하고, 

이들 계면에서의 직접적인 이온 전이 반응과 보조 이온 전이 반응을 활용하여 수질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온 

및 농약 성분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이온 선택성 센서와 생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 개발 연구에 

대해 초점을 두고 소개하려 한다.

Electrochemical studies on charge transfer reactions across the interface between two immiscible electrolyte solutions (ITIES) 

have greatly attracted researcher’s attentions due to their wide applicability in research fields such as ion sensing and biosens-

ing, modeling of biomembranes, pharmacokinetics, phase-transfer catalysis, fuel generation and solar energy conversion.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extensive efforts made on developing sensing platforms for ionic species and biomolecules via 

gelifying one of the liquid phases to improve mechanical stability in addition to creating microscale interfaces to reduce ohmic 

loss. In this review, we will mainly discuss on the basic principles, applications and future aspects of various sensing plat-

forms utilizing ion transfer reactions across the ITIES. The ITIES is classified into four types : (i) a conventional liquid/liquid 

interface, (ii) a micropipette supported liquid/liquid interface, (iii) a single microhole or an array of microholes supported liq-

uid/liquid interface on a thin polymer film, and (iv) a microhole array liquid/liquid interface on a silicon membrane. Research 

efforts on developing ion selective sensors for water pollutants as well as biomolecule sensors will be highlighted based on 

the use of direct and assisted ion transfer reactions across these different ITIES configurations.

Keywords: interface between two immiscible electrolyte solutions, ion transfer reaction, assisted ion transfer, ion-selective 

sensors, micro-water/gel interfaces

1. 서    론
1)

혼합되지 않는 두 전해질 용액 사이의 계면(interface between two 

immiscible electrolyte solutions, ITIES)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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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기화학적 센서 개발 및 응용 연구는 1990년 이후 활발하게 이루

어졌다. 이를 가능케 한 최초의 연구는 1902년 Nernst와 Riesenfield가 

혼합되지 않는 두 전해질 용액(예: 물/페놀)을 접촉하였을 때 형성된 

계면에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색을 띤 유기성 전해질이 계면

에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시작되었다[1]. Figure 1은 ITIES에서

의 전기화학적 연구에 대한 시대적 흐름도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ITIES에서의 전하 이동 반응 연구의 급격한 진보는 Gavach가 전

기적으로 편극화된 계면에 갈바닉 전위차와 전하 이동 반응의 추진

력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루었다[2]. Gavach

와 Henry는 NaBr 전해질이 들어있는 수용액과 tetrabutylammo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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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simplified historical flow chart for the development of electrochemical studies at the ITIES. Inset shows schematics of direct (a) and 

assisted (b) ion transfer reactions across an ITIES.

tetraphenyl borate (TBATPB) 전해질을 포함한 nitrobenzene (NB) 유

기용액이 접촉하여 계면을 형성하였을 때 수용액층에서 NB층으로 전

류가 흐름을 관찰하고 이는 tetrabutylammonium (TBA
+

) 이온이 확산

을 통해 계면으로 이동하는 것임을 확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

냄으로써 증명하였다[3]. 즉 이 시스템의 전류 흐름은 산화 환원 과정

이 아니라 계면을 통과하는 이온 흐름에 의해 유지됨을 최초로 보여

준 실험적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Samec 연구팀이 iR 강하 보

정용 4-전극 시스템을 ITIES 전기화학 셀에 도입함으로써[4], ITIES에

서의 전하 전이 반응 연구에 다양한 전압전류법(voltammetry) 및 임

피던스 분광법(impedance spectroscopy)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Senda, Koryta, Girault 및 Kakiuchi 연구팀을 포함한 유

럽과 일본의 ITIES 관련 분야 연구자들은 다양한 양이온들의 직접적인 

전이 반응(Figure 1(a))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연구함과 동시에 이들 

반응의 속도론에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론적 배경을 확립

하였다. 또한 양이온, 음이온,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온 및 효소반응

에 의한 이온생성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온들의 이동반응 연구 역

시 함께 진행되었다[5-9].

Koryta 연구팀[10]은 이온의 직접적인 이동 반응 뿐 아니라, 유기층

에 타겟 분석 이온과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친유성 이온운반체

(ionophore)를 도입하고 수용액층에 존재하는 금속 이온이 이온운반

체에 의해 계면에서 이동할 수 있는 보조 전이 반응(Figure 1(b))에 

대한 기초를 최초로 확립하였다. 유기상에 도입되는 이온운반체는 

주로 친유성 성질을 띠는 거대고리 분자로 특정 이온에 대해 우수한 

선택성을 띠며 착화합물을 형성하는 물질로 valinomycin, nonactin, 

monactin, dibenzo-18-crown-6-ether (DB18C6), ETH 1810, ETH 1062, 

ETH 1778 등을 들 수 있다[11]. 이러한 이온운반체를 유기층에 도입

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이온을 포함한 수용액과 접촉시켜 분석 이온이 

선택적으로 이온운반체에 의해 보조 전이하는 반응을 관찰한 연구[6, 

12-15]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4장

에서 다루고자 한다.

ITIES 계면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을 이용한 전기화학적 이온 분석 

센서 개발은 ITIES 계면의 소형화를 통해 새로운 장을 맞게 되었다. 

이에 앞장선 연구그룹은 Girault 연구팀[16]으로, 마이크로피펫의 팁 

부분을 이용하여 계면을 지지하는 방법과 UV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

하여 고분자 박막에 마이크로홀을 제작하여 계면을 지지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전류 측정 및 전위차 센서에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Arrigan 연구팀[17]은 실리콘 기판에 전자빔 전사법(e-beam lithography)

으로 마이크로홀 어래이를 제작하여 계면을 지지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전류법 측정에 기반을 둔 생물질 측정용 바이오센서를 개발한 반면, 

최근 Shao 연구팀은 나노 및 마이크로스케일 피펫 팁에 지지된 액체/

액체 계면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14,18].

이와 함께 기존의 이온 선택성 전극(ion selective electrode, ISE)을 

활용한 센서 제조방법[11]에 사용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 다양한 

가소제[plasticizer (예 : polyvinylchloride (PVC), 1,3:2,4-dibenzylidene 

sorbitol (DBS), agarose etc.]를 사용하여 한 층을 젤화하는 방법을 

마이크로스케일의 ITIES에 융합함으로써 더욱더 실용적인 전기화학 

센서 제작의 발판을 만들었다[13,19-21]. 또한 액체/액체 계면에서 안

정화된 막과 선택적 이온운반체를 도입한 유기 고분자 막을 사용한 

이온 검출의 전기화학적 메커니즘 연구[22]와 함께, 이를 응용한 전기

화학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23-26]가 진행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ITIES

의 소형화와 유기층의 젤화를 접목한 다양한 센서의 개발 및 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에 대해 4장에서 소개

하고자 한다.

현재 액체/액체 계면에서의 전기화학 연구 분야는 이온 이동 반응 

연구 및 이를 활용한 센서 적용 연구 외에도 에너지와 나노기술 관련 

연구 분야로까지 도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ITIES에서 수소화 반응을 

통한 수소연료 생성 연구[27], 광전기 신호 발생 연구[28], 산소환원 

반응 연구[29], 금 나노입자 어샘블리와 전자 주개-받개 쌍을 도입한 

광전류 증폭 현상 연구[30] 등을 들 수 있다. 본 총설에서는 광범위한 

ITIES 계면에서 전기화학을 이용한 연구들 중, 주로 마이크로-ITIES 

계면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센서 개발 및 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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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es of a 4-electrode mode electrochemical cell (a) and 

the diffusion profile (b)[5] for a typical large liquid/liquid interface. (c) 

Cyclic voltammograms for various concentrations of TMA
+

 ion 

transfer across a polarized water/1,2-DCE interface. (i) 10 mM LiCl 

only. (ii) 200 µM, (iii) 250 µM, (iv) 300 µM, and (v) 350 µM TMA
+

ion were added into (i) solution. A plot of the peak current versus 

TMA
+

 ion concentration is also shown. Scan rate = 50 mV/s. (d) A 

series of cyclic voltammograms for 250 µM TMA
+

 ion transfer 

reaction across the interface while varying scan rates from (i) 20 mV/s,

(ii) 40 mV/s, (iii) 60 mV/s, (iv) 80 mV/s to (v) 100 mV/s. In addition, 

a plot of the peak current with respect to the root of scan rate is 

shown. (e) Electrochemical cell system used for monitoring the ion 

transfer reaction across the water/1,2-DCE interface. 

중점을 두고 이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이온 이동 반응 이론

과 계면 형성 방법 및 센서로써 응용한 예를 보여주고자 한다.

2. ITIES에서 이온 이동 반응에 대한 이론적 배경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전해질 용액 A와 B가 접촉하여 형성된 계면, 

즉 ITIES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온 선택적 또는 

이온 검출 센서로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만약 두 전해질 용액 A와 B가 인접해 있다면, 각 상에 존재하는 

전해질 염들은 각자의 용매화 Gibbs 에너지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상에 분배되며 이는 계면에 Galvani 전위차(∆


)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열역학적 평형 상태의 두 인접한 각 상에 존재하는 이온 

화학종 의 전기화학적 포텐셜이 같다면, Galvani 전위 차이는 식 (1)

로 나타낼 수 있다[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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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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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는 액체/액체 계면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에 대한 Nernst 방정

식이라고 불리우며[15], 어떤 이온 화학종 가 두 상이 인접한 계면을 

따라 전이하는 반응은 각 상 A와 B안에 존재하는 이온의 활동도(농

도)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이는 금속/전해질 용액 계면에서 일어나는 

화학종의 산화 환원 반응은 산화 또는 환원되는 화학종의 농도에 의

존함을 표현한 Nernst 방정식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금속/전

해질 용액 계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화학종의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 

정립된 대다수의 이론들을 ITIES에서 이온 이동 반응에 적용할 수 있

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


는 편의상 이온 이동 반응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각 상에 기준 전극 사이에 걸어준 전위차(∆)로 전환

하여 사용 가능하다[5].

Figure 2는 10 mM LiCl 보조 전해질이 포함된 물과 0.1 mM의 

tetraoctylammonium tetrakis(pentafluorophenyl)borate (TOATB) 유

기성 보조 전해질이 포함된 1,2-dichloroethane (1,2-DCE) 용액이 접하

였을 때 형성된 계면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되

는 전형적인 4-전극 전기화학셀의 모식도와 상기 계면에서 일어나는 

이온 이동 반응을 순환 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으로 얻은 

cyclic voltammogram (CV) 결과와 함께 나타내었다. 친수성이 강한 

전해질 이온(예 : Li
+
, Cl

-
)의 농도는 유기층보다 수용액층에서 훨씬 높

고, 물에 존재하는 친유성이 강한 전해질 이온(TOA
+
, TB

-
)의 농도는 

유기층 대비 매우 낮을 때, 이 계면은 각 층 내에 화학적 조성의 변화 

없이 외부에서 걸어준 전위(∆)에 의해 편극화 될 수 있다.

Figure 2(a)에서와 같이 보편적으로 수용액과 유기용액 각 상에 기준

전극(REW, REO)으로 Ag/AgCl 와이어를 사용하여 계면에 전위를 걸어

주며, 각 상에 Pt 전극(CEW, CEO)을 사용하여 전하 이동에 의한 전류 

흐름을 보조한다. 이때 유기층에는 직접 Ag/AgCl 전극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루긴 관(luggin capillary)을 이용하여 유기상 보조 전해질이 

녹아 있는 수용액을 유기용액에 접촉 시킨 후 Ag/AgCl 전극(REO)을 

담근다[15]. 여기에도 유기용액/수용액 계면이 형성되나 이는 각 층에 

똑같은 전해질 염 이온들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어 편극화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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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 Schemes of different ITIES configurations supported by 

(a) a micro pipette tip (r = 10 µm) and (b) a microelliptic hole on 

a PET film. (ii) Images fro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 and optical microscopy (b). Schematics showing diffusion profiles 

across the interface (iii) in (a)[32] and (b)[5]. Representative cyclic 

voltammograms (iv) for 60 µM TEA
+

 (a) and 100 µM TMA
+

 (b) ion 

transfer reactions are also presented. The scan rate in (a) and (b) was 

10 mV/s. SEM (ii) and diffusion profile (iii) in (a) were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32. CV data (iv) in (a) was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33.

지 않도록 함으로써, 걸어준 전위에 따라 주 계면인 수용액/1,2-DCE 

계면만 편극화되어 주 계면에서 이온 이동 반응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ure 2(c) (i)의 CV 데이터에서 보듯이 좀 더 

양의 전위 값을 걸어주면, 그 전위에 해당하는 Gibbs 전이 에너지를 

갖는 양이온, 즉 Li
+ 

이온이 수용액층에서 유기층으로 확산하고 이와 

함께 TB
- 
이온은 유기층에서 수용액층으로 확산하여 계면으로 이동함

에 따라 전류값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좀 더 음의 전위 

값을 걸어주면, Cl
-
 이온이 수용액층에서 유기층으로 전이하고 동시에 

TOA
+
 이온이 유기층에서 수용액층으로 전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친수성이 강한 전해질과 친유성이 강한 전해질은 Gibbs 전이 

에너지가 매우 커서 주로 편극화할 수 있는 전위 창(potential window)

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Gibbs 전이 에너지가 Li
+
보다 상대적

으로 작은 tetramethylammonium (TMA
+
) 양이온을 수용액에 첨가하고 

좀 더 양의 값을 갖도록 전위를 천천히 주사하게 되면 Li
+
와 Cl

-
 이온 

전이로 확정된 전위 창 안에서 TMA
+ 

이온이 확산하여 수용액층에서 

유기층으로 전이하고, 반대로 전위를 주사하면 유기용액에 있던 TMA
+ 

이온이 수용액층으로 전이함에 따른 전류값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Figure 2(c) (ii)-(v)].

이렇게 수용액/유기용액 계면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지름 = 약 

14 mm), 상기 계면에서의 어떤 이온의 확산 과정은 반무한 선형 흐름

(semi-infinite linear flux)과 유사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Figure 2(b)). 

따라서 순환 전압-전류법을 사용할 경우 어떤 화학종이 산화 환원 반

응을 할 때 얻은 전류값은 그 화학종의 농도에 비례하는 관계를 정립

한 Randles-Sevcik 방정식을 수용액/유기용액 계면에서 어떤 이온의 

전이 반응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즉 어떤 이온이 편극화된 계면을 

가로질러 확산하면서 전이함에 따라 변하는 전류값은 이온의 농도에 

비례하며, 식 (3)으로 표현할 수 있다[31].

  






   (3)

는 피크(peak) 전류값, 
는 이온 의 벌크(bulk) 농도, 는 순환 

전압-전류법 사용 시 전위 주사 속도(scan rate), A는 계면의 면적, 

는 이온의 확산계수이다. Figure 2(c)에서 보듯이 TMA
+
 이온 농도

를 증가시킬 때 식 (3)에서 같이 값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TMA
+
 농도에서 전위 주사 속도가 증가하면 주사 

속도의 근(root)에 비례하여 가 증가함을 Figure 2(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기 결과는 분석하고자 하는 이온이 액체/액체 계면에서 전이

하는 반응에 순환 전압-전류법을 이용할 경우 그 이온의 전류값 측

정을 통해 농도를 정량 분석할 수 있으며 이온 검출용 센서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마이크로-ITIES 계면의 종류 및 이온 전이 

반응의 특성

액체/액체 계면에서 이온 전이 반응을 이용한 다양한 전기화학적 

이온센서의 개발은 사실상 1986년 Taylor와 Girault[16]가 처음으로 

액체/액체 계면을 약 25 µm 반경의 유리 피펫 팁으로 지지하고 상기 

마이크로 계면에서 가역적인 이온 이동 반응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마이크로스케일의 

계면 형성은 마이크로-확산층에 질량 이동(mass transport)을 증폭시킴

과 동시에 계면의 크기가 작아짐으로써 iR 강하를 감소시켜 2-전극 시

스템의 전기화학셀 디바이스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센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

로스케일 ITIES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네 가지로 구분

하여 각 계면의 형성 방법 및 이들 계면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의 특성

과 몇 가지 대표적인 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ure 3(a)는 수용액이 채워진 유리 피펫 팁 끝부분을 NB 용액과 

접촉시켜 형성된 마이크로-액체/액체 계면 전기화학셀의 모식도와 팁의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사진[32]과 함께 확산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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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ion profile)[32]를 나타내었다. 이때 수용액층에 tetraethyl- 

ammonium (TEA
+
) 이온을 첨가하였을 때 얻어진 CV를 Figure 3(a) 

(iv)에 나타냈다[33]. Figure 2에서 사용한 ∼cm 크기의 액체/액체 계

면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마이크로피펫 팁-계

면에서 유기층으로부터 수용액층으로 이온이 확산할 경우에 확산 방

식에 있어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수용액층에서 이온이 피펫 

팁을 통해 유기층으로 전이할 때 이온의 확산 과정은 반무한 선형 

흐름과 유사하지만, 유기층에서 피펫 팁 경계면을 통과하여 수용액 

상으로 이동할 경우 이온은 마치 마이크로디스크(microdisc) 전극에서

의 경우와 유사하게 가장자리 효과로 인해 반구형 흐름(hemi-spherical 

flux)이 지배하게 된다[32]. 따라서 CV를 살펴보면 TEA
+
이온이 수용

액층에서 유기층으로 전이될 때 전압에 따른 전류 곡선은 피크 모양

이 얻어지나 그 반대로 전이할 경우 정류 상태(steady-state) 전류값에 

도달함을 볼 수 있다.

새로운 마이크로피펫 팁 형의 계면 제작 방법 개발 연구를 포함하여 

피펫 팁 계면에서 다양한 이온들의 전이 반응 연구 또한 다수 이루어

졌다[18,32-36]. 그중 Senda 연구팀[34]은 마이크로피펫 팁으로 지지

된 ITIES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을 특정 이온 검출 센서에 응용하는 데 

박차를 가했는데, 예를 들어 물/NB 계면을 마이크로피펫 팁으로 지지

하고 분석 타겟 이온인 아세틸콜린(ACh
+
) 이온이 물에서 NB로 전이

하는 전위를 걸어주어 일정 시간동안 홀딩함으로써 ACh
+
 이온을 NB에 

농축한 후 빠른 전위 주사 방법을 이용하여 농축된 이온을 검출하는 

벗김 전압-전류 방법(stripping voltammetry)을 도입하여 이온 검출의 

감도를 증폭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최근 Shao 연구팀[18]은 이중

(dual) 마이크로피펫 팁으로 지지한 액체/액체 계면을 형성하여 수소

화된 피리딘(pyridine)의 전이 반응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

마이크로-액체/액체 계면 형성의 또 다른 방법은 얇은 소수성 폴리

머 지지체 필름에 UV 레이저를 이용한 광박리(photoablation) 과정을 

사용하여 마이크로홀 어래이 또는 단일 마이크로홀을 제작하거나, 날

카로운 바늘을 이용하여 단일 홀을 제작하여 액체/액체 계면을 지지

하는 것이다. Figure 3(b)는 12 µm 두께의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지지체 필름에 날카로운 바늘을 이용하여 제작한 타원형의 단일 

마이크로홀(약 가로 50 µm, 세로 10 µm)로 지지한 수용액/1,2-DCE 

계면에서 수용액에 포함된 TMA
+
 이온이 유기층으로 이동하는 반응

을 순환 전압-전류법으로 얻은 결과를 나타냈다. 특징적인 점은 

Figure 3(a)와 다르게 수용액층에서 유기층으로 이온이 전이할 경우

와 그 반대의 경우 모두 마이크로디스크 전극에서와 같이 TMA
+
 이온

이 반구형 흐름으로 확산하며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정류 상태 전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순환 전압-전류법 사용 시 마이크로디

스크에서 정립된 전류값과 산화 환원되는 화학종의 농도 사이의 관계

식[식 (4)]을 마이크로홀로 지지된 ITIES에서 이온 이동 반응에 의한 

전류값과 이온의 농도 관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37].


→  


             (4)


→는 정류 상태 전류값, m은 마이크로홀의 개수, 

는 이온의 

벌크 농도, 는 이온의 전하, r은 마이크로홀의 반지름, 
는 물

에서 이온의 확산계수이다. 마이크로홀 어래이로 ITIES를 지지할 

경우, 인접한 두 개의 마이크로홀 각각에서 이온 확산층이 서로 겹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홀과 홀 사이의 거리를 두고 배열한다면 식 (4)

에서 보듯이 단일 마이크로홀을 사용할 경우보다 어래이에 포함된 

홀의 개수만큼 전류값을 증폭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Girault 

그룹의 개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이크로홀로 지지된 액체/액체 

계면에서 DB18C6에 의해 보조 전이되는 ClO4
-
 이온의 이동 반응

[38], 크레아티닌의 이온 이동 반응[39], 효소 반응을 통한 NH4
+
 이온

의 이동 반응[40] 등 다양한 이온 이동 반응을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조사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Wilke 연구그룹은 마이크로홀 

어래이로 지지된 ITIES에서 중금속 이온 이동 반응에 기초를 둔 실용

적인 중금속 이온 검출 센서를 개발하여 이온쌍 크로마토그래피에 성

공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41].

한편, Arrigan 연구팀은 전자빔 전사법을 이용하여 실리콘 기반에 

마이크로홀 어래이를 제작하여 마이크로스케일의 액체/액체 계면을 

형성하고 이들 계면에서 다양한 이온들의 전이 반응을 이용한 전기화

학적 센서를 개발하여 왔다[17,42-49]. Figure 4(a)는 실리콘 기판에 제

작된 마이크로홀 어래이로 지지된 물/1,6-dichlorohexane (1,6-DCH) 

계면에서 수용액에 포함된 TEA
+
 이온이 유기층으로 전이하는 반응을 

순환 전압-전류법으로 얻은 결과와 이에 필요한 전기화학셀 모식도, 

마이크로홀 크기를 나타낸 SEM 데이터 및 이온의 확산 단면도를 나타

냈다[43,47]. 그 결과, 12 µm의 얇은 PET 필름에 형성된 마이크로홀 

어래이로 지지된 액체/액체 계면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과 매우 유사한 

확산 과정을 나타내며, 단지 실리콘 기판의 두께가 PET 보다 적어도 

약 10배(100 µm) 정도 더 두꺼워 홀 안에서의 반무한 선형 흐름 영향

이 매우 크게 미쳐 순환 전압-전류법을 이용할 경우 이온 이동 경로에 

따라 정류 상태와 피크 형이 혼합된 전류 곡선이 얻어진다. 최근 동일 

연구팀은 실리콘 기판의 마이크로홀 어래이로 지지된 ITIES에서 다양한 

생물질 검출을 위해 순환 전압-전류법, 시차 펄스 전위법(differential 

pulse voltammetry, DPV), 시차 펄스 벗김 전위법(differential pulse 

stripping voltammetry, DPSV) 등을 이용한 논문을 다수 보고하였다

[43-45,49].

마이크로홀-ITIES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액체/

액체 계면에서 이온 이동 반응에 기초를 둔 전기화학적 이온 분석법을 

실용화가 가능한 센서 디바이스로 전환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즉, ITIES에 활용되는 유기용매의 독성, 센서의 구성요소로 

두 개의 액체 사용, 액체와 액체로 구성된 계면의 기계적인 불안정

성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연구

들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예로 2-nitrophenylocytlether (NPOE)[20, 

50], 2-fluorophenyl 2-nitrodiphenylether (FNDPE)[23], o-nitrophenyl 

phenyl ether (o-NPPE)[51]와 같이 독성이 낮으면서도 유전상수가 좋

으며, 상대적으로 친수성 이온에 대해 낮은 침투성(permeability)을 갖

는 대체 유기용매를 사용하고, 하나의 상 또는 두 상에 고분자 물질을 

사용하여 젤 또는 막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ITIES의 기계적 안정성과 

센서 제작에 용이함을 도모한 연구를 들 수 있다. Figure 4(b)는 NPOE

를 유기용매로 사용하고 이에 PVC라는 가소제를 혼합하여 이를 PET 

필름에 제작된 타원형의 단일홀 또는 마이크로홀 어래이에 주조

(casting)하고 응고시켜 젤화한 후 수용액과 계면을 형성한 2-전극 전

기화학셀 모식도와 이때 수용액에 포함된 TMA
+ 

이온이 NPOE-PVC 

젤 층으로 전이하는 반응을 순환 전압-전류법으로 얻은 결과를 나타내

었다. 수용액층에서 유기성젤 층으로 이온이 이동할 경우 반구형 흐

름에 지배받아 확산함으로써 순환 전압-전류법을 사용할 경우 정류상

태의 전류곡선이 얻어지나, 유기성젤 층에서 수용액층으로 이온이 전

이할 경우 홀 안에 채워진 유기성젤의 무한 선형 흐름과 홀 밖에 젤 

층의 반구형 흐름이 혼합된 확산 방법으로 인해 피크 형의 전류 곡선

이 얻어짐을 볼 수 있다[Figure 4(b) (iv)]. 이 결과를 통해 마이크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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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 Schematics showing different ITIES configurations 

supported by (a) an array of microholes (r = 26 µm) on a silicon 

membrane and (b) a microhole (r = 7 µm) array-water/gel interface on 

a PET film. (ii) Images from SEM (a) and opical microscopy (b). (iii) 

Schemes of diffusion profiles across the interface in (a)[17] and (b)[5, 

50]. Representative cyclic voltammograms (iv) in (a) and (b) for the 

transfer process of 15 µM TEA
+

 and 100 µM TMA
+

 ions, respectively.

Scan rates in (a) and (b) were 5 mV/s and 10 mV/s, respectively. 

SEM (ii) and CV data (iv) in (a) were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s. 43 and 47, respectively. 

Figure 5. (a) Cyclic voltammograms for different concentrations of 

TMA
+

 ion transfer across a microarray-water/RTIL interface supported 

in PET film. Tetrahexylammonium tetrakis(pentafluorophenyl)borate 

was used as a RTIL. Aqueous solutions contain (i) 10 mM LiCl in 

the absence of TMACl and in the presence of (ii) 0.1 mM , (iii) 0.2 

mM and (iv) 0.3 mM of TMACl. Scan rate = 20 mV/s. Inset shows 

a scheme of ion transfer reactions across the water/RTIL interface 

alongside the corresponding diffusion profile. (b) Electrochemical cell 

composed of a microarray-water/RTIL interface. 

어래이 액체/유기성젤 계면에서의 이온 확산 과정은 마이크로피펫 팁

으로 지지한 ITIES 계면[Figure 3(a) (iv)]과 실리콘 기판에 형성된 마

이크로홀 어래이 ITIES 계면[Figure 4(a) (iv)]에서의 이온 확산 과정

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50]. 

Girault와 Lee 연구팀은 Figure 4(b)의 마이크로홀 형태의 액체/젤 

계면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에 기반을 둔 알칼리 금속 검출용 센서, 중

금속, 음이온 및 효소반응에 의한 이온 생성물 측정 센서 등 다양한 

이온 분석 센서를 제작하고 실제 시료 분석에 응용한 연구 결과를 다

수 보고하였다[24,26,52-56]. PVC 외에도 유기 용액 상의 젤화를 위해 

DBS가 사용된 예[19]를 비롯하여 섬유막을 사용하여 ITIES를 지지한 

연구[57], agarose를 이용하여 수용액층을 젤화한 연구[58] 등 마이

크로-ITIES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화학 센서로 발전

시키는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독성이 강한 유기용매와 이에 포함된 친유성 전해질 염을 대체할 수 

있는 친유성 상온 이온성 액체(room-temperature ionic liquid, RTIL)의 

도입은 ITIES의 또 다른 응용분야를 탄생시켰다. 상온 이온성 액체는 

전해질 이온이 특수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화학적 조합에 의해 상온

에서 고체가 아닌 액체로 존재하며 성분 자체가 전해질 역할을 하면

서 또한 용매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친환경적인 방법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Figure 5는 상온 이온성 액체인 tetrahexylammonium tetrakis- 

(pentafluorophenyl)borate (THATB)와 PET 필름에 제작된 마이크로홀 

어래이를 통해 경계면을 이룬 수용액 안에 존재하는 TMA
+
 이온이 

편극화된 계면을 전이하는 반응을 나타낸 모식도, CV 데이터와 셀 구

성도를 나타내었다. CV 결과(Figure 5(a))로부터 마이크로홀 어래이로 

지지된 물/RTIL 계면에서의 TMA
+
 이온 이동 반응의 전압-전류

(voltammetric) 특성은 친유성 전해질 염이 포함된 유기용액과 수용액

으로 구성된 마이크로홀 어래이 계면에서의 이온 전이 반응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마이크로홀 어래이 ITIES에 활용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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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a Variety of Sensors Featuring Different ITIES Configurations for the Detection of Environmental and Biological Analytes.

Detection Limits for Individual Sensing Platforms are also Listed

Platform Target Detection limit Ref

Large-ITIES

Ag
+

0.02 mM [68]

Pb(II), Cd(II) - [69]

Hg(II), Pb(II) 7.9 nM [23]

Cu(II) - [70]

Cr(VI) 0.25 ppm [71]

Aspartame, Acesulfame K 30 µM [72]

Imipramine 1 µM [73]

polyLysine dendrimers ∼1 µM [74]

Microhole-ITIES on polymer substrates

Na
+
, K

+
, NH4

+
∼50 ppb [52]

NH4

+
0.12 µM [67]

Cd(II) ∼20 ppb [24]

Cr(VI) 0.5 µM [26]

ClO4

-
0.1 µM [56]

SO4

2-
, Cl

-
, Br

-
, NO3

-
, F

-
∼1 ppt [53]

Vitamin C 1 µM [54]

Parathion 0.5 µM [55]

Daunorubicin 0.80 µM [75]

Choline 3 µM [76]

Glucose 0.2 mM [77]

Paraoxon 0.5 µM [25]

Micropipette tip-ITIES

Acetylcholine (ACh
+
) 100 µM [34]

K
+

- [78]

Vitamin B1 4.6 µM [35]

Dopamine ∼0.05 µM [36]

Pyridine - [18]

Microhole-ITIES on Silicon membranes

Propranolol 0.05 µM [46]

Oligopeptides ∼0.5 µM [43]

Insulin ∼1 µM [49]

Dopamine 0.5 µM [44]

Myoglobin 1 µM [47]

Hemoglobin 0.01 µM [48]

Hemoglobin, Lysozyme, Cytochrome c 0.55 µM [45]

식 (4)을 그대로 적용가능함을 시사하며, 물/이온성 액체 계면에서 이

온 이동 반응에 따른 전류법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이온을 정량할 수 

있는 센서로써의 발전 가능성을 암시한다.

Kakiuchi 연구팀은 상온에서 안정한 다양한 친유성의 이온성 액체를 

합성하고 수용액과 계면을 형성하여 전하 전이 반응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물/이온성 액체 계면 화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59-61]. 예를 들어 N-octadecylisoquinolinium tetrakis[3,5-bis(trifluo- 

romethyl)phenyl]borate ([C18Iq][TFPB]) 또는 trioctylmethylammonium- 

tetrakis[3,5-bis(trifluoromethyl)phenyl]borate ([TOMA][TFPB])로 구성

된 이온성 액체와 LiCl가 녹아 있는 수용액 사이에 마이크로피펫 팁

으로 지지된 계면을 형성하고 각 층에 존재하는 전해질 이온들의 전이 

반응으로 인해 전위 창이 넓어짐을 보고하였으며[59], [C18Iq][TFPB]

에 도입한 이온운반체(DB18C6)에 의해 알칼리 금속 양이온이 계면에

서 선택적으로 보조 전이하는 반응을 순환 전압-전류법으로 관찰한 

결과를 발표하였다[60]. 또한 N-tetradecylisoquinolinium bis(pentafluo- 

roetylsulfonyl)imide ([C14Iq][C2C2N
-
])라는 이온성 액체와 수용액으로 

계면을 형성하고 Cl
-
와 Br

-
 음이온이 전이하는 반응을 순환 전압-전류

법으로 관찰하였다[61]. 반면에, Arrigan 연구팀[62]은 실리콘 칩에 형

성된 마이크로홀 어래이로 지지한 물/trihexyltetradecylphosphonium 

tris(pentafluoroethyl)trifluorophosphate ([P14,6,6,6][FAP]) 계면에서 다양

한 양이온과 보조 전해질들이 전이하는 반응을 순환 전압-전류법과 

교류 전압-전류법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Ding 

연구팀은 마이크로피펫 팁으로 지지한 물/trihexyltetradecylphosphonium 

tetrakis(pentafluorophenyl)borate ([P66614][TB]) 계면에서 알칼리 금속 

이온이 전이하는 반응을 관찰한 연구 결과[63]와 물/[P66614][TB] 계면

에서 Sr
2+

 이온이 이온성 액체 상에 혼합된 octyl-(phenyl)-N,N-diisobut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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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 A scheme showing the assisted ion transfer process of 

Na
+

 ions by DB18C6 across a microhole-water/gel interface. (b) Cyclic 

voltammograms for the transfer of Na
+

 ions across the single microhole- 

water/gel interface in (i) the absence and (ii)-(iv) the presence of 10 

mM DB18C6. NaCl concentrations [y values in (c)] were (i) 0.01, (ii) 

0.01, (iii) 0.025, and (iv) 0.05 mM. Scan rate = 10 mV/s. (c) 

Electrochemical cell featuring a microhole-water/gel interface for the 

study of Na
+

 ion transfer reactions assisted by DB18C6.

carbamoyl-methylphosphine oxide라는 리간드에 의해 보조 전이되는 

반응을 관찰한 연구 결과[64]를 발표하였다. 상기 연구 결과들은 마이

크로 계면에 이온성 액체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마이크로-액체/액체 

계면 기반의 센서가 가진 독성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유기 용매와 친

유성 전해질 염을 동시에 대체 가능한 이온 검출 센서로 전환 가능함

을 나타내며, 이러한 노력은 이온성 액체를 이용한 센서 제작 연구 분

야의 새로운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총설은 ITIES에서 이온 이동 반응의 다양한 응용분야 중 특히 

환경 및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학문 연구 분야에 활용 가능한 

센서 제작방법과 응용에 제한을 두려하며, 지금까지 논의한 다양한 

형태의 액체/액체 계면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을 이용하여 개발된 전기

화학 센서의 대표적인 예를 검출 이온 대상과 검출 한계 별로 Table 1

에 나타내었다. 그 중 마이크로-ITIES 및 마이크로-액체/젤 계면을 센

서로 활용한 예가 많으며, 금속성 이온 물질, 유기인계 농약 및 아미

노산, 단백질, 효소반응 생성물을 포함한 생물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을 볼 수 있다.

4. 마이크로-ITIES에서 이온 이동 반응의 응용

액체/액체 계면을 다방면에 활용 가능한 전기화학 센서로 전환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었던 기계적인 불안정성, 전압 강하, 센서 제작의 

어려움은 마이크로스케일의 계면 형성과 함께 유기 용액의 젤화를 

통해 상당 부분 극복되었으며, Table 1 하단에서 보듯이 마이크로스케

일의 액체/유기성젤 계면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을 이용하여 제작된 

센서는 다양한 이온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특히 기존의 고

체전극/전해질 계면을 이용한 센서와 비교 시, 제약 및 효소에 의해 

생성된 이온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 산화 환원 이온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특정 타겟 이온과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이온운반체를 유기성젤 층에 도입함으로써 이온 검출의 선택성을 증대

시킨 센서로써의 제작도 가능하다는 추가적인 장점을 갖는다. 이렇게 

유기층에 도입된 이온운반체는 친수성이 높은 이온과 착화합물을 이

루어 이들의 용해 에너지와 Gibbs 전이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이온 

이동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이시키고

자 하는 이온과 선택적으로 결합 가능한 이온운반체를 유기층에 도입

함으로써 이온 검출에 선택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어 이들 보조 전이 반응은 다양한 이온선택성 센서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온운반체의 도입을 통한 특정 이온의 보조 전

이 반응을 이용한 물/유기성젤 계면 기반의 센싱 방법은 기존 ISE에 

사용된 이온운반체 및 가소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ISE 센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ISE 기반의 센서는 이온 분석 시 전위차 측정에 기

반을 두어 측정한 전위차가 이온 농도(활동도)의 상용로그에 비례하

는 반면에 마이크로스케일의 액체/유기성젤 기반의 이온 센서는 전류

법에 기반을 둔 방법으로 분석 이온의 전이 반응에 따른 전류값이 이

온의 농도에 직비례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Figure 6은 Na
+ 

이온과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DB18C6 이온운

반체를 유기성젤에 혼합한 후 타원형의 단일 마이크로홀-액체/젤 계

면을 형성하여 Na
+ 

이온이 DB18C6에 의해 보조 전이하는 모식도와 

순환 전압-전류법으로 관찰한 결과 및 전기화학셀 구성도를 나타내었

다. 매우 친수성인 Na
+ 

이온은 Gibbs 전이 에너지가 매우 높아 주로 

순환 전압-전류법 사용 시 이온 전이 반응을 볼 수 있는 전위 창을 제

한하는 전해질로 활용이 되나[Figure 6(b) (i)], DB18C6를 사용할 경우

[Figure 6(b) (ii)-(iv)], Na
+ 

이온 전이 반응의 Gibbs 전이 에너지를 낮

추어 전위 창 내에서 DB18C6에 의해 Na
+ 

이온이 보조 전이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온운반체인 DB18C6는 Na
+ 

이온에 대해 큰 선택성을 가

지며 착물을 형성하므로 이온 선택적 센서로의 제작이 가능하며, Na
+ 

이온 농도의 증가는 보조 전이 반응을 증대시키면서 측정된 전류값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므로 전류법 기반의 이온 검출 센서로 제작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마이크로-액체/액체 계면을 이용해 특정 이온을 

검출하기 위하여 그 이온에 대해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친유성의 리간

드를 유기층에 도입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이를 Table 2에 나

타냈다.

전류법 기반의 이온 선택적 센서는 휴대 가능한 또는 기존의 분석 

장비에 적용 가능한 검출기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활용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환경독성 물질인 Cd(II) 이온을 검출하기 위해 Cd(II) 이온

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ETH 1062를 유기성젤에 혼합하여 스트립 

형태의 마이크로홀 어래이-액체/젤 계면을 형성하고 Cd(II) 이온이 ETH 

1062의 도움을 받아 계면으로 보조 전이하는 반응을 이용하여 Cd(II) 

이온을 178 nM까지 검출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이를 휴대

형의 흐름셀에 삽입하여 Cd(II) 이온을 실시간으로 검출한 연구 결과

가 발표되었다[24]. 이와 함께, 젤 층에 DB18C6와 valinomycin을 도



451마이크로-액체/액체 계면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을 이용한 전기화학 센서 개발

Appl. Chem. Eng., Vol. 24, No. 5, 2013

Table 2. A List of Amperometric Ion and Biological Selective Sensors Utilizing Target Analyte Selective Ionophores in Conjunction with ITIES

Ionophores Ion Ref.

ETH 1810 H
+
, Li

+
[79]

ETH 1062 Cd(II) [24,80]

ETH 1778 H
+

[25]

Aliquat 336 Cr(VI) [26]

Benzo-12-crown-4 Na
+

[81]

Dibenzyl-14-crown-4 Li
+

[51]

Dibenzo-18-crown-6 (DB18C6)

NH4

+
[82-83]

K
+

[81,84-85]

Rb
+
, Cs

+
[60]

Aspartame [72]

Dopamine, Noradrenaline [66]

Na
+

[86]

O,O’-Bis[2-(methylthio)ethyl]-tert-butylcalix[4]arene Ag
+

[87]

Hexakis(2,3,6-tri-O-acetyl)-α-cyclodextrin NH4

+
[67]

6,7-Dimethyl-2,3-di(2-pyridyl)quinoxaline Cu(II) [70]

1,4,7,10,13,16-Hexathiacyclooctadecane Hg(II), Pb(II) [23]

9-Ethyl-3-carbazolecarboxaldehyde-thiosemicarbazone Pb(II), Cd(II) [69]

2,5,8,11,14-pentaaza[15]-16,29-phenanthrolinophane Cr(VI) [71]

3-(2-Pyridyl)-5,6-diphenyl-1,2,4-triazine Glucose [77]

Octadecyltrimethylammonium Heparin [88]

β-Octafluoro-meso-octamethylcalix[4]pyrrole Cl
-
, Br

-
, etc. [89]

입함으로써 알칼리 금속 양이온과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마이크로홀 

어래이-액체/젤 계면에서 보조 전이하는 반응을 이용한 이온 선택적 

센서를 개발하여 양이온 교환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로 사용

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의 전도도 검출기로 얻어진 데이터와 유사한 

검출 한계를 보여주었다[52]. 이 뿐 아니라 고분자 기판에 랩칩(labchip) 

형태의 모세관 전기 영동 시스템을 마이크로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

하고 마이크로홀 어래이-액체/젤 계면을 접목하여 비 산화 환원 이온

종의 검출을 위한 전류법 기반의 랩온어칩 이온 검출 디바이스를 개

발하는 연구[65] 등이 보고된 바 있다.

마이크로-액체/젤 계면에서의 이온 이동 반응을 이용한 전류법 센서는 

비단 이온물질 검출뿐 아니라, 효소반응에 의한 이온생성물 검출에 

활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유해농약성분인 파라옥손(paraoxon)을 

검출하기 위해 파라옥손과 선택적으로 효소반응을 하는 organophosphate 

hydrolase (OPH)를 수용액상에 도입하여 파라옥손과 반응시켜 양성자

를 생성하고, 이들 양성자가 유기성젤 층에 혼합된 ETH 1778이라는 

양성자 선택적 리간드에 의해 계면에서 이동할 때 변화되는 전류량을 

측정하는 새로운 유기인계 농약 검출센서를 개발한 연구[25]를 들 수 

있다(Figure 7(a)). Arrigan 그룹은 실리콘 기판에 형성된 마이크로홀 

어래이로 지지한 물/1,2-DCE 및 물/1,6-DCH 유기성젤 계면을 제작

하고 이온운반체인 DB18C6를 유기층에 도입하여 헤모글로빈을 검출

하는데 응용하였다[45](Figure 7(b)). 또한 같은 실리콘 기반의 마이크

로홀 어래이-물/1,2-DCE 계면에서 도파민(dopamine)이 DB18C6에 의

해 보조 전이되는 반응을 이용하여 센서를 제작하고 약 0.5 µM 도파

민을 검출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44]. Silva와 Pereira 연구팀은 

PET 필름에 형성된 마이크로홀로 지지한 물/1,2-DCE 및 물/1,6-DCH 

유기성젤 계면에 DB18C6 리간드를 도입하여 도파민과 노아드레날린

(noradrenaline) 이온이 보조 전이 하는 반응에 기초를 둔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였으며[66] 이와 함께 동일한 마이크로홀 어래이-물/1,6-DCH 

계면에서 유기층에 혼합된 cyclodextrin에 의해 NH4
+
 이온이 보조 전

이하는 반응을 이용한 NH4
+
 이온 선택적 센서를 개발하였다[67].

5. ITIES의 미래 전망 및 가능성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태에너지 변환과정들이 주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수용성 정도에 따라 분리되는 수용액/유기용액 계면으로 간

주될 수 있는 생분자 막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액체/액체 계면

에서의 화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액체/액체 

계면의 연구를 바탕으로 계면의 마이크로화 및 유기층의 젤화를 통해 

센서의 이동성과 간편성을 증대시키며, 효소반응 등의 접목을 통해 

검출 가능한 타겟물질의 범위를 확장하며, 선택성 증대를 위한 특정 

이온 선택적 이온운반체를 개발 및 적용하고, 유기용매와 친유성염을 

대체할 수 있는 이온성 액체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감도 및 

고선택성의 다양한 타겟을 검출할 수 있는 다목적 센서로서의 가능성

을 보여주는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므로 마이크로-액체/액체 

계면 센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다방

면에 활용 가능한 센서로써 뿐만 아니라 액체/액체 계면에서의 전기

화학적 분자촉매반응을 제어하여 이산화탄소의 유기물 연료 전환, 수

소 생성 등의 에너지 연료 생산에 획기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액체/액체 계면에서의 전기화학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여겨진

다. 비단 에너지 생산 연구 외에도 광전기적으로 우수한 성질을 나타

내는 금속 나노물질을 액체/액체 계면에 융합하여 새로운 광전기 현

상을 관측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는 현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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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 Schematic showing the fabrication process of amperometric

proton selective strip-sensors. Representative differential pulse stripping

voltammograms (DPSVs) for the detection of organophosphate neurotoxins

ranging from 0.5 µM to 100 µM are also shown. (b) A scheme 

showing the separation of peptides via protein digestion prior to any 

electrochemical sensing at micro-ITIES. Representative DPSVs for 

hemoglobin tryptic digestion are presented. The electrochemical data 

and schemes in (a) and (b) were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s. 25 and 45, respectively.

노기술이 접목된 액체/액체 계면에서의 전기화학반응이 광전기 센서

로 제작되어 환경 및 바이오텍 연구분야에 응용될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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