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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voltammetry system for realizing high sensitivity nano-labeled sensor of detecting heavy met-

als was designed, and optimal system operating conditions were determined. High precision digital to analog converter

(DAC) circuit was designed to control applied unit voltage at working electrode and analog to digital converter (ADC)

circuit was designed to measure the current range of 0.1~1000 µA at counter electrode. Main control unit (MCU) circuit

for controlling voltammetry system with 150 MHz clock speed, main memory circuit for the mathematical operation

processing of the measured current value and independent power circuit for analog/digital circuit parts to reduce various

noise were designed. From result of voltammetry system operation, oxidation current peaks which are proportional to

the concentrations of Zn, Cd and Pb ions were found at each oxidation potential with high 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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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하수, 하천수, 음용수 혹은 산업용수 등 수질 내 존재

하는 다양한 중금속을 검출하기 위한 전기화학 센서의 전

극 물질로 수은필름형 또는 방울형 전극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수은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분석 재현성이 좋지 못하고 독성이 높아 최근

유럽 등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0년도부터 중금속과의 반응성 및 액체 내에서 화학적

안정성이 높은 무독성의 비스무스(Bi) 필름전극이 중금속

검출을 위한 친환경 전극 소재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

다[1-6]. 그러나, 비스무스 필름전극은 비스무스 이온을 포

함하는 용액 속에서 전압을 가하여 필름을 입히기 때문에

측정시 마다 전극의 표면세척 및 처리공정이 불가피하여

현장 휴대장비로의 적용에 제약이 있고, 중금속 검출한계

가 약 1 ppb로써 기존 수은전극의 검출한계(약 0.1 ppb)

보다 좋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비스무스 필름전극의 낮은 센서특성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물리적 방법을 이

용하여 비스무스 나노입자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한 센서

전극을 개발하였다. 나노비스무스 전극은 필름형 비스무스

또는 수은 전극보다 중금속 이온의 검출한계를 낮추고 감

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7-11]. 이는

나노크기의 비스무스 입자를 전극물질로 사용할 경우 전기

화학적 활성화 면적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산화/환원 반응에

관련된 신호의 크기를 극대화하여 중금속 이온의 검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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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낮추고 감도를 향상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서 중금속 검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센서 공급 업체에서는 무리하게 위험부담을 감

수하며 국산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외산제품

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외산제품은 1 ppb 이하 미량의

중금속을 검출하기에는 사양의 한계가 있어, 비스무스 나

노입자가 표지된 고감도 중금속 검출 센서의 성능 구현을

위한 고정밀 볼타메트리 시스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

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입자 표지형 전극을 사용하여 기존

전극에 비해 검출한계 및 감도가 크게 향상된 고감도 센

서의 성능 구현을 위한 볼타메트리 시스템를 설계하고, 최

적의 시스템 구동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비스무스 나노분말 및 나노표지 센서 제조

고순도 비스무스 나노분말은 고주파유도가열법을 이용

하여 제조하였으며, 스크린프린팅법을 이용하여 센서전극

을 제조하였다. 폴리에스테르(polyester) 필름에 카본잉크

를 입힌 후 활성화 면적(active area)을 제외한 부분에 절

연층을 입힌 후, 전극의 활성화면 위에 비스무스 나노 분

말 분산용액을 일정량 떨어뜨려 건조함으로써 비스무스

나노분말을 표지하였다. 이 때, 비스무스 나노분말 분산용

액 제조를 위해 초음파 교반으로 입자의 응집을 풀어주고,

나노분말이 카본층과 화학적으로 잘 결합하도록 바인더

물질로 나피온 용액(Nafion 117 solution, Aldrich)을 사용

하였다. 비스무스 나노분말 제조 및 나노표지형 전극 제조

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기존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

다[12-18]. 

2.2. 양극벗김전압전류법(anodic stripping voltammetric

technique)을 이용한 중금속 검출

나노 비스무스 표지 센서전극의 중금속 검출용 볼타메

트리 시스템 구성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삼전극 전기화

학 셀(작업전극:비스무스 표지전극, 보조전극:Pt plate, 기

준전극:SCE)을 구축하였다. 양극벗김전압전류법(SWASV,

Square-wave anodic stripping voltammetry)은 환원포텐셜

을 가하여 용액 내 중금속 이온들을 비스무스 전극에 부

착(아말감 형성)하게 한 뒤, 전위를 증가시켜 아말감을 형

성했던 중금속이 자신의 이온화 전위에서 산화되게 하여

산화반응에 관련된 전류치를 측정함으로써 전류수치에 비

례한 중금속의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이다. SWASV를 이

용한 중금속 측정방법 중 ‘사각파형 볼타메트리법(Square-

wave Voltammetry)’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그림 1과 같

은 사각파형의 전위를 작업전극에 인가하는 경우 전체 전

류값이 순방향의 전류(If)와 역방향 전류(Ir)의 차(If-Ir)로

계산되기 때문에 linear하게 전위를 인가하는 경우보다 훨

씬 큰 전류값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19-24]. 이 때

pulse height PH, pulse width PW, step height SH 값의 변화

에 따라 전압전류곡선의 크기와 형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최적화하기 위한 여러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2.3. 중금속 검출을 위한 볼타메트리 시스템 구성 및 설계

본 실험에서 사용된 볼타메트리 시스템은 상기 2.2절에

서 설명한 측정 원리에 의해 볼타메트리 하드웨어 구성도

를 그림 2와 같이 설계하였다. 아말감 형성을 위해 작업전

극에 환원포텐셜을 인가하게 되는데, 이때 주제어장치

(MCU)에 의해 제어된 디지털 신호는 Digital to Analog

Converter(DAC)를 거쳐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며 이 신

호가 작업전극에 인가되는 환원포텐셜이 된다. 중금속 이

온들이 비스무스 전극에 부착(아말감 형성)되게 한 후,

MCU는 사각파형 볼타메트리법에 의한 그림 1과 같은 전

압파형을 작업전극에 인가하여 환원단계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보조전극에서 중금속의 농도와 비례하여 측

정된 아날로그 신호(If, Ir)는 Analog to Digital Converter

(ADC)를 거쳐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후, MCU의 메모리

에 저장된다. 저장된 데이터는 MCU 내부의 Digital Signal

Processor(DSP)를 이용한 수학적 연산 과정을 거쳐 측정

전류값에 따른 중금속의 농도로 변환된다. 또한, 전극에

인가되는 전압 신호와 측정되는 전류 신호의 노이즈 제거,

Fig. 1. Voltage wave form of working electrode in voltammetry

system using square-wave anode stripping voltammetry

(SWASV).

Fig. 2. Block diagram of voltammetry equipment using three

electrode (Working Electrode (WE), Reference Electrode (RE)

and Counter Electrode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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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전압 변환, 임피던스 매칭, DC 베이스값 제거, 증폭

률 조정을 위한 연산증폭기(Operational Amplifier, Op

Amp)를 포함하는 아날로그 신호 처리부를 설계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중금속 검출시스템 개발을 위한 설계조건 확립을 위해

서는 나노비스무스 표지전극을 이용하여 1)사각파형

SWASV 실험 조건을 고려한 DAC회로부 설계 2)측정 전

류 범위 및 한계를 고려한 ADC 회로부 설계 3)제어부 및

주변회로설계 등의 조건이 최적화된 볼타메트리를 구성하

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 3가지 구성요건에 대하여 나

노 비스무스 표지 센서를 이용하여 세 가지 중금속(Zn,

Cd, Pb) 검출을 위한 최적의 감도 및 검출한계를 구현할

수 있는 볼타메트리 하드웨어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3.1. 사각파형 SWASV 실험조건을 고려한 DAC 회로부

설계

SWASV법을 이용한 중금속 검출을 위해 Zn, Cd, Pb 이

온 동시검출특성 최적화를 위한 환원포텐셜 및 환원시간

결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 -1.35V의 환원포텐셜에서 최대

피크전류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3분 정도의 환원

시간에서도 시그널을 얻기에 충분하므로[12] 본 연구에서

는 센서의 감도 및 검출의 신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환원포텐셜 -1.35V, 환원 시간 3분으로 실험조건을

결정하였다. 그림 3은 200 ppb Zn, Cd, Pb 용액 내에서

PH, PW, SH 를 변화시켜 가면서 얻은 양극벗김전압전류곡

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a)에서 보듯이 PH가 증가할수

록 중금속 이온들의 산화피크의 크기는 증가하나 기준선

(baseline)이 높아지고 카드뮴과 납의 산화피크끼리 중첩되

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b)로부터 PW

가 증가할수록 산화피크의 크기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

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림 3(c)로부터 SH가 증가할수록

peak의 크기는 다소 증가하나 데이터수가 감소하여 전압

전류곡선 형태가 매끄럽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 실험결과로부터 중금속 검출실험을 위한 SWASV의 볼

타메트리 구성 요건은 PH=50 mV, PW=10 ms 그리고 SH=2

mV로 결정하였다.

나노 비스무스 입자를 이용한 중금속 측정에 최적화된

환원전압과 환원시간이 각각 -1.35V와 3분이고, SWASV

변수는 PH=50 mV, PW=10 ms, SH=2 mV이므로 이를 고려

한 DAC 회로부를 설계하였다. 최적화된 환원 전압이

-1.35V이므로 DAC의 출력 전압 범위가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2.0V ~ +2.0V인 DAC 집적회로(Integrated Chip, IC)

를 필요로 하나, 이 IC를 사용할 경우 시스템 주변의 온도

와 노이즈에 의해 안정적인 선형출력이 보장되지 않으므

로, DAC 출력 전압의 범위를 -2.5V ~ +2.5V인 바이폴라

타입의 DAC IC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SWASV의

조건에서 요구하는 출력 전압 최소 간격은 PH=2 mV이므

로 아래 식 (1)에 따라 DAC의 해상도를 12비트로 하여 설

계하였다.

(1)

위 식 (1)을 역으로 계산하면 –2.5V~+2.5V 사이의 전압

을 12비트 DAC로 구현할 경우 아래 식 (2)과 같이 최소

단위 전압은 1.22 mV가 되어 요구되는 전압최소간격 2

mV이하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1.22

mV 출력 단위 전압으로 SWASV 파형을 구성할 경우 에

러 값이 크게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제어할 최소전압의 1/

10정도로 정하여 단위 전압(0.2 mV)으로 회로를 재설계하

였다.

(2)

이 경우 12Bit DAC보다 한 단계 위의 16Bit DAC IC를

DACBit log2

2.5V– 2.5V–

0.002V
-------------------------------- 11.29bit 12bit≅= =

DACResolution
2.5V– 2.5V–

2
12bit

-------------------------------- 1.22mV= =

Fig. 3. Plots of peak current density vs deposition potential at various pulse height(a), pulse width(b) and step height(c) in 200

ppb Zn, Cd and Pb standar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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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아래 식 (3)과 같이 최소 단위전압을 0.07629

mV로 설계하고 Anlalog Device사의 AD5764를 이용하여

회로를 설계하였다.

(3)

그림 4는 DAC 부분의 회로도이며 전원에 의한 노이즈

제거를 위해 DAC IC의 Digital 전원과 Analog 전원을 분

리하고, 각 전원 입력단에 외부 노이즈 제거를 위한 세라

믹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하였다. 또한,

DAC 출력 전압 범위를 결정하는 외부 기준 전압 IC 회로

부를 설계하여 안정된 SWASV 전압 파형을 구현하였다.

3.2. 측정 전류의 범위와 한계를 고려한 ADC 회로부 설계

Zn, Cd, Pb 동시검출 결과 가장 높은 감도를 보이는 전

극은 실버 페이스트에 17.82 m2g−1의 표면적을 갖는 Bi 나

노입자를 표지한 전극으로 감도는 7.18~40.09 µA/ppb, 검

출한계는 0.07~0.55 ppb로 결정되었고, 이 감도와 검출한

계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설계하였다. 나노 비스무

스를 표지한 중금속 센서의 출력 전류값은 Zn 7.18 µA/

ppb, Cd 40.09 µA/ppb, Pb 30.45 µA/ppb이므로, 중금속의

최소 농도 0.1 ppb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류값을 가

지는 Zn이 0.1 ppb 일 때, 최소 전류 0.718 µA의 전류 값

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고농도의 중금속을 측정

하기 위해 측정 전류는 최대 1000 µA까지 측정 가능하도

록 설계가 되어야하며, 이 경우 Cd를 기준으로 1000 µA/

40.09 µAppb−1=25 ppb까지 측정 할 수 있는 회로를 필요

로 한다. 그러나, 최소 0.1 µA부터 1000 µA까지 넓은 전

류 범위를 1개의 ADC로 측정할 경우 아래 식 (4)와 같이

측정 단위 전류값이 0.244 µA이므로, 볼타메트리 시스템

의 선형성 및 주변 조건에 의한 신뢰성과 재현성이 보장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전체 측정 범위 0.1~1000 µA를 0.1~1 µA,

1~10 µA, 10~100 µA, 100~1000 µA의 4단계로 나누어 측

정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설계를 하였다. 각각의 범위에

대해 증폭율을 다르게 하여 전류를 –10V~+10V 전압으로

변환한 후 ADC에 입력하였다. 이때, 측정가능 최소 단위

전류는 아래 식 (5)에서 0.002417 µA로 얻을 수 있었다. 

(5)

위 설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Analog Device 사의

AD7322 IC를 이용하여 그림 5와 같이 회로도를 설계하였

다. ADC IC 내부에는 보조전극에서 측정하는 아날로그

신호처리부와 MCU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디지털 회로

부가 있는데 각 부분의 전원을 절연하여 디지털 회로부에

서 발생되는 노이즈로 인한 보조전극의 측정 전류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작업전극에 인가되는 DAC 아날

로그 출력을 ADC 회로부에서 다시 측정하고 이를 MCU

가 제어하기 위한 피드백(Feedback)회로도를 설계하여 비

DACStep
2.5V– 2.5V–

2
16bit

-------------------------------- 0.07629mV= =

Current  step
0.1µA 1000µA–

2
12bit

------------------------------------------ 0.244µA= =

Current  step
0.1µA 10µA–

2
12bit

------------------------------------ 0.002417µA= =

Fig 4. Schematic of DAC circuit using AD5744 IC with 16bit, bipolar voltage output of Analog Devic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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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스 작업전극에 인가되는 환원포텐셜, SWASV 파형의

정밀도와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3.3. 제어부 및 주변회로 설계

그림 6은 SWASV 파형을 인가하는 DAC IC 및 아날로

그 측정 전류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C IC를 제어

하기 위한 MCU 회로부이다. MCU는 Texas Instrument 사

의 32Bit 데이터 Bus와 150MHz의 처리속도를 가지며

Digital Signal Processing(DSP)이 가능한 TMS320F2812를

사용하였다. 32Bit MCU를 선정한 이유는 시스템의 정밀

Fig. 5. Schematic of ADC circuit using AD7322 IC with bipolr input, 2 channel, 12 bit resolution, 1MSPS throughput rate of Analog

device company.

Fig. 6. Schematic of MCU circuit using MCU TMS320F2812 IC with high performance 32 bit digital signal processing, 150MHz

clock speed of Texas Instrum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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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향상을 위해 DAC는 16bit를 사용하고 ADC는 12bit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설정된 SWASV의 출력 조건(16bit)과

측정된 전류값(12bit)을 32Bit 변수에 저장하여 빠른 연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150MHz의 속도로 동작하

는 MCU를 사용한 이유는 그림 1과 같이 SWASV에 의한

산화과정을 살펴보면 작업전극에 전압인가와 보조전극에

전류측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빠른 연산 처리와 DAC,

ADC 제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선정된 MCU는 빠른

연산을 위해 내부 코어 전압은 1.8V를 필요로 하고, 주변

IC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외부 전압 3.3V를 필요로

하여 이를 위한 다중 출력 전압과 안정된 전류공급이 가

능한 전원부도 설계하였다. 신호선의 노이즈 제거 및 시스

템에 전원이 인가된 후, 각 신호선의 초기상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풀업저항 회로와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리셋회로도 설계하였다.

그림 7은 제작된 볼타메트리 시스템이다. 전원으로 인한

노이즈를 차단하고 아날로그 신호처리부와 디지털 신호처

리부를 분리하기 위한 PCB 설계 방법을 사용하고 DC 전

원 신호와 제어신호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 layer

로 PCB를 설계하였다. 또한, 전극의 접촉저항을 줄여 전

극 연결부위에서 발생하는 전류감소 및 노이즈를 최소화

하기 위해 Au 도금 커넥터를 사용하였으며, 설계된 부품

(IC)은 높이가 낮은 표면실장부품(SMD)을 사용하여 기판

의 높이를 최소화 하였다.

그림 8은 본 연구에서 제작된 볼타메트리와 나노 비스

무스 센서 전극을 이용하여 수질 내 3가지 중금속(Zn, Cd,

Pb) 시료를 직접 측정한 화면이다. 환원 전압, 시간, 및

SWASV의 변수 설정을 위한 입력창을 볼 수 있으며, 장치

가동 결과 Zn, Cd, Pb 이온의 산화피크가 동시에 제대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금속 측정값의 반복

재현성, 정밀도, 정확도 향상을 위한 보완 연구를 통해 볼

타메트리 시스템이 완성되면 모든 중금속 오염 가능 지역

내의 실시간 감시기능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

한 결과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나노입자 표지형 전극을 사용하여 기존

전극에 비해 검출 한계 및 감도가 크기 향상된 고감도 센

서의 성능 구현을 위한 볼타메트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최

적의 시스템 구동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고감도 중금속

검출을 위한 비스무스 나노분말 및 나노표지 센서를 제조

하였고 양극벗김전압전류법에 의한 중금속 검출을 위한

최적조건이 PH=50 mV, PW=10 ms, SH=2 mV임을 알수 있

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볼타메트리 시스템의 작업전극

에 인가되는 단위전압을 0.07629 mV로 제어하기 위해 고

정밀 DAC 회로부를 설계하고, 보조전극에서 측정되는 전

류 범위를 0.1~1000 µA로 하기 위한 ADC 회로부를 설계

하였다. 또한, 볼타메트리 시스템 제어를 위해 클럭 속도

150MHz를 가지는 DSP MCU 회로와 측정된 전류값의 연

산 처리를 위한 메모리 회로부 및 노이즈 제거를 위한 아날

로그, 디지털 독립 전원 회로부를 설계하였다. 차후 제작된

볼타메트리 시스템의 중금속(Zn, Cd, Pb) 측정값의 반복 재

현성, 정밀도, 정확도 향상 등의 특성를 보완한다면 수입대

체 효과 및 국내 주요 하천 등의 현장에서 실시간 수질 감

시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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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various Zn, Cd and Pb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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