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pter 23  Potentiometry 

J.Willard Gibbs → Nernst(실제로 개발) 

극미량의 전류를 pass하여 E의 측정; 전기 화학적 cell에서 전위의 측정 – 

Potentiometry 

 

23A General Principles 

Ecell   = ( Eind  - Eref ) + Ej                                 (23-1)                     



Fig. 23-1  A cell for potentiometric determinations 



23B Reference Electrodes 

항상 一定한 전압 vs 용액의 조성과 무관, 쉽게 제작, 재형성 

                                       ↓ 
                      Known standard solution으로 결정 

1. Hydrogen Gas Electrode 
Ultimate standard elec.이지만 실험상의 난점으로 사용 빈도가 적다 
제조가 힘들다, 전위가 용액 종의 산화 환원 종에 덜 민감하다 
(Fig 2.2 참조) 구성 : Pt foid(백금 흑 도금)  2H+ + 2e- = H2(촉매) 

    H2gas 

    단점 ┏ 제조가 힘들다. 사용상 부적당. 
           ┃ 전극 전위  용액 중의 산화, 환원 종에 민감 
           ┗ Pt surface의 오염 ┏ 고분자 
                                      ┃As, CN-, Hg 
                                      ┗ H2S 



2. Calomel Electrodes(책 23B-1) 

Hg|Hg2Cl2(sta’d), Cl-(xM)||    

             Cl-의 농도에 따라  

                      Stsn.  S.C.E(재형성, 쉽게 제조 可, 온도에 민감) 

                 1normal  N.C.E ┓재형성이 불가능 

             Decinormal  D.C.E ┛ 온도 영향 小 

* 80℃이하에서만 사용 可  table 23-1 

  비교적 높은 저항(2000-3000ohom)  high input impedence에 만 사용 

Half reaction 

     Hg2Cl2 + 2e- = 2Hg + 2Cl-       E°= +0.2676V 

     E = Eo - (0.0591/2)log(1/[Cl-]2) 

   





3. Silver-silver chloride Electrodes(책 23B-2) 

    ||AgCl(salt),KCl(xF)|Ag 

    Half reaction 

       AgCl + e- = Ag + Cl-           E°= +0.2223V  

제작 : Ag wire에 AgCl층을 plating  KCl에 immerse 

Internal reference electrode로 많이 사용 

In vivo에서도 이용, 275℃까지 안정 

   

4. Mercury/mercurous-sulfate Electrodes 

Calomel, Ag-HCl 전극 대신 使用 

       Hg|Hg2SO4(salt),SO4
2-(xM)||SO4

2- 

       or     SO4
2-(salt)        E = 0.64V 

            0.5M H2SO4        E= 0.68V  



5. Thallium - analgam/Thallous - chloride Ele. 

T1(40%analgram) | T1Cl(sat), KCl(sat)|| 

 Internal elec.에 주로 使用 

이외에도 4종의 reference가 더 있다. 

23B-3   Precaution in the use of reference electrodes  

In using reference electrodes, such as those shown in 
Figure 23-2, the level of the internal liquid should 
always be kept above the level of the liquid in the 
sample solution to prevent contamination of the 
electrode solution and plugging of the junction due to 
reaction of the analyte solution with silver or mercury(I) 
ions from the internal solution. 



Figure 23-2. Typical commercial reference electrodes. 
                  (a) An SCE. (b) A silver-silver chloride electrode. 



이상적인 참조전극의 성질 

ⓐ 가역적, 전해질 용액 중의 어떤 종에 대해 Nerst equation 만족 

ⓑ 시간에 따른 전위의 안정성 

ⓒ 적은 전류가 흐른 후 처음의 전압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No hysterisis) 

ⓓ 이차 전극인 경우 (Ag-AgCl) 전해질에 고체가 녹지 않아야 한다. 

ⓔ 온도가 다른 no hysterisis 



사용 이유) pH = -logan
2 = -log[H+]fH+ 

그러나 A,f를 정확히 잴 수 없으므로 pH눈금을 정확히 결정할 수 없다. 

Operational Definition of pH in aqueous solution. 



측정, Pt/H2, buffer soln., Cl-, AgCl/Ag 

Primary 6종 (3.5-10.5) 

Secondary 2종 (3.5>, 10.5<) 



23C  Metallic Indicator Electrodes 
 1. Mercury indicator electrodes 

     용도 : ① EDTA와 같은 착물 형성 시약과 potentiometric 
             ② Redox titrations 

 2. Solid indicator electrodes 
    Ag/Ag+, Cu2+/Cu, Pb2+/Pb, Cd2+/Cd 

   용도 : ① metal/metal ion electrode  
         Direct potentiometric measurement of the activity of metal  
            ion에 부적당, Ag/Ag+는 예외 
           ② Pt, Au electrode  inert redox indicator 
           ③그러므로 complexing agent나 침전성 ion과의 potentiometric  
              titration에 使用 
           ④ pH - sensitive solid indicator elec.도 있다 
               Sb2O3 + 6H+ + 6e-  2Sb + 3H2O 

 3. Ion selective membrane electrodes 
             ┏ 고체성 이온 전극 
             │ 액체성 이온 전극 
             ┗ 막 전극  



Electrode 분류 

23C-1 1st-kind electrode : 

Direct response to ion or species being measured to ion  

<-> metallic or soluble plase 

            Cu2+ + 2e- = 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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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C-2 2nd-kind electrode :  

Active metal in combination with an insoluble compound or salt   

sparingly soluble metal <-> metal 

AgCl(s) + e- = Ag(s) +Cl-     Eo = 0.222 V 

Eind = 0.222 – 0.0592logaCl- 

       = 0.222 + 0.0592pCl 

HgY2- + 2e- = Hg(l) + Y4-   Eo = 0.21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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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C-3 3rd-kind electrode : 

Miscellous  glass 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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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C-4 Metallic Redox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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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D Membrane Indicator Electrodes 

1. pH electrode Glass electrode (1919, 개발),1930년대부터 사용 활발 

 1) 구성 : fig 참조 (책 23D-1) 

   ⓐ H+-ion-responsive glass membrane 

      (0.03-0.1mm의 두께) 50-500Meg>ohm 

   ⓑ Internal reference electrode 

      ex) Ag/AgCl in HCl 

           Hg/Hg2Cl2 in HCl 

   ⓒ Internal electrolyte solution 
   
Entire cell for operation 
Internal reference electrode/internal electrode/H+-responsive, glass 
membrane/external solution//external reference electrode 



23D-2.  Properties of Ion-Selective membranes 

1.  Minimal solubility. 
    A necessary property of an ion-selective medium is that 

its solubility in analyte solution approaches zero. 
 

 
2.  Electrical conductivity. 
    A membrane must  exhibit some electrical conductivity, 

albeit small. 
 

 
3.  Selective reactivity with the analyte. 
    A membrane or some species contained within the 

membrane matrix must be capable of selectively binding 
the analyte ion. 



Figure 23-3.  Typical electrode system for measuring pH. 



2) Glass membrane의 구조 및 EMF의 mechanism(M2O, MO, MO2M2O3) 

     (책 23D-3) 

 

리튬 유리의 경우(Li2O 28%, CsO 3%, La2O3 4%, SiO2 65%) 
      SI 
      ┃ 
      O 
      ┃ 
O ━Si━ONa+    Na+Gel_로 표시 
      ┃  
      O               M+이온 존재시 non-bridging "-" charged oxygen 
      ┃ 
    - Si - 
      ┃ 
      O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Glass membrane 

Corning 015 glass, which has been widely used for 
membranes, consist of approximately 22% 
Na2O,6%CaO, and 72%SiO2. 

Fig. 23-4 



If immersed in aqueous soln. 
Na+Gl-+H+ ⇔ H+Gl-+Na+(용액) 
고체    용액    gel layer형성. 
 

Fig. 23-5 



The Hygroscopicity of Glass Membranes 

Electrical Conduction across Glass Membranes 

Membranes Potentials 
 
                  Fig 23-4 참고. 



The Boundary Potential 

The boundary potential consist of two potentials,E1 and E2, each 
of which is associated with one of the two glass surfaces. 





The Glass Electrode Potential 

The potential of a glass indicator electrode Eind has three components: 
 
    (1) the boundary potential, given by Equation 23-12, 
    (2) the potential of the internal Ag-AgCl reference electrode Eref2,  
    (3) the small asymmetry potential Easy.   



Asymmetrical potential : 막 양변의 성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전위                           

                                (오염, 부식 등…) 

    제거 : 기지의 표준 완충 용액으로 전극을 자주 보정 

 

 

Alkaline error : pH>9에서 H+ 및 알칼리 금속 이온에 감응 (Skoog참조)  

   H+Gl- + B+ = B+Gl- + H+ 

    겔    용액    겔     용액 

     a'1     b'1     b'1      a1  





Fig. 23-6 





Selectivity Coefficients 
 

Eq 23-15 applies not only to glass indicator electrode 
for hydrogen ion but also to all other types of 
membrane electrodes. 

 The effect of an alkali metal ion on the potential across a     
mambrane can be accounted for by inserting and additional 
term in Eq 23-12 to give 

The Acid Error 

23D-4 Glass Electrodes for Other Cations 

Alkaline error in early glass electrodes led to in 
vestigations concerning the effect of glass composition 
on the magnitude of this error. 

As shown in Fig 23-7, the typical glass electrode exhibits an 
error, oppsite in sign to the alkaline error, in solutions of pH less 
than about 0.5; pH reading tend to be too high in this region. 



2. Quinhydron Electrode 

         시료 용액 + 소량 넣어 포화(퀸 히드론 포화)시켜 + gold전극 

         pH > 8 에서 분해 

         Inert electrode : gold, platinum 

 

 

                       일정하면 (H+)에 직접 응답 

       특징 : 비수용액 중에 잘 적용 

                Low impedance 

                pH >8 에서 자연 산화에 의해 사용 不可 



3. Antimony Electrode 

pH에 응답하는 metal/metal-oxide redox electrode 

Sb2O3
+6H++6e-⇔2Sb+3H2O 

  제작 : ① Glass tube에 순수한 Sb을 넣는다. 

          ② Glass tube에 틈을 낸다. 

          ③ Epoxy cement로 glass에 Sb stick을 꽂는다. 

 

 

  특징 : 정확성이 부족 -> 보정 要, 가격이 저렴, 낮은 저항, Simplicity 

  성질 : 센 산, 알칼리 용액에서 Sb2O3용해도가 변하며 착화제의 공존은   

          피해야 한다. 



Ion-selective Electrodes(1SEs) (책 23E) 

G.Eisenman(1959) : Na+, K+, Ca2+, NH4
+, Mg2+, 등의 선택성 전극 개발 이후 

현재까지 연구 진행 中 

(성질)  

A. 어떤 이온종의 활동도에 logarithmically응답 

① If, liquid function과 reference -> const 

 

 

② Relative concentration error  大 ±43%/mV(가장 중요한 limitation) 

가장 이상적인 측정 조건에서 ±0.5% 상대 오차 존재(vs mono valent ion) 

③ 접촉 전위의 변위 : ±5mV-±10mV의 범위  

                            50%상대오차 

위의 단점 endpoint indicator in potentiometric titration에서 극복 (0.1%) 



B. Activities측정에 유리 

 Complexation, activity coefficient측정에 使用(방해 작용) 

    Chemical interference : complexaton 

    Electrode interference : 시험 종 외의 다른 이온과 반응(선택성의 부족) 

Fig 2.5 참조 (Ca2+선택성 전극) 

① Pure Ca2+  6 x 10-6M (B직선 성이 있다) 

② Na+이온 농도가 증가  직선성 감소 

    1개 이상의 ion에 전극이 응답한 경우 보정식 

 

 

           : 선택 계수 0-103  변위 

 어떤 금속에 대해 값이 小  상대적으로 선택성 大± 

∴ Nernst aq.의 obey range가 좁다 



* 유리 전극의 선택성 

B2O3 or Al2O3 함량이 증가  Na+, K+, Li+ 등에 응답 

   

23D-5 Crystalline Membrance Electrodes 

 

Type of ion-selective electrodes 

분류 mechanism의 형태 

Membrane sensor의 composition 

   

1. Glass electrodes 

pH glass 포함 

Table 23-3 참조  시판되는 유리 전극의 특징 설명 

                      Divalent cation에 감응성이 적다. 

   



2. Solid-state crystalline and pressured-pellet electrodes 

  ex) Sensor로써 LaF3 single crystal을 europium으로 처리한 fluoride전극 

    (구성) : Fig 2.6 참조 

            ㄱ) LaF3 crystal 

            ㄴ) Internal solution: NaF and NaCl 

            ㄷ) Internal reference electrode 

    (성질) :  

           ㄱ) LaF3 : 실온에서 pure F-의 conductor 

                        F-에 specific 1~10-6F, pH5~8 

           ㄴ) pH가 낮을 경우 : F-가 HF가 되어 방해 

                    pH>8일 경우: OH-가 LaF3에 영향을 주어 방해 

※ 분석에 응용한 많은 논문 보고 

Mechanism : LaF3 + molecular hole  LaF2
+ + F- 



3. Ag2S에 근간을 둔 pressed-pellet membranes 

 Ag이온이 이동 가능한 ionic conductor  

    α-AgS(cubic) β-Ag2S(ionic) silye crystal의 경우 

전위 측정 mechanism in Ag2S 

          Ag2s ⇔ 2Ag+ + S2- 

Test solu . 의 Ag+ a 에 대응하는 huly cell 

 

AgX - Ag2S 전극일 경우                 X = Cl, Br, I, ScN 

Ag+ activity : 그것의 용해도 평형에 대한 X-의 활동도에 의해 통제 

                AgX ⇄ Ag+ + X- 

 

 

 Ag+ ,S2-에 응답 

Cu2+, Ld2+, Pb2+도 위와 유사하게 제조 



※ 선택성과 성질은 근본적으로 용해도적의 함수이다. 

  정량하는 이온보다 더 작은 용해도적을 갖는 이온 정량 방해 

  Table 23-3 참조 . Solid-State, Electrode의 특성  

 

  Ag2S에서 S- 정량에 CN-방해 

    Ag 정량에 Hg2+방해 

※ 10-6～10-7 이하의 농도 정량 불가 

  Membrane의 solubility때문 

    Polycrystalline- type도 제작 가능 





4. Liquid - membrane ion - Exchange Electrodes(책 23D-6) 
(구조Fig 참조) 
 Mechanism : sample solution 중의 특정 이온  

  다공성막 통과 

  전극 내부의 유기 액체 이온 교환체와 선택적으로 이온 교환시켜  

  내부 전극의 변동을 유발시켜 특정 이온 농도 측정 

(구조) 
Inner tube: a. Internal reference electrode (Ag/ Agcl 전극) 

              b. Aqueous electrolyte solution containing the ion of interest. 

Outer tube : a. Organic ion-exchanger 
                비휘발성 , 비수용성, 산,염기 또는 킬레이트 작용기를   
                  가진다. 

                 b. Thin organic - membrane 
ex) K electrode: diphenyl ether 에 녹인 valinomycin 과 K가 물에 약간  
    녹는 착물을 형성 
    내부액| 막 | V | K+ +V⇔KV 착물 |⇔KV: 용액 , K+: 경계막 용액  



Figure 23-8.  
Liquid-membrane electrode 
sensitive to M2+. 



선택성 : 1) Particular organic ion-exchanger 
           2) Organic soluent used to dissolve the exchanger 
           3) pH 5.5～11까지 작동  
              낮은 pH에서 Ca2+정량시 방해 

Figure 23-9. Typical ionophores (a) valinomycin and (b) a bis-thiourea. 



Ca2+정량 : (유기인산 메스테르) (RO)2PO2
- 

    교환체: phosphate diesters,    R: didecyl기 

      용매 dioctyl phenyl phosphorate 

 

 

 

 

 

[(RO)2POO]2Ca = 2(RO)2POO- + Ca2+ 

       organic              organic          aqu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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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극) 
1) Ca2+ 전극은  Zn2+, Fe2+정량을  위해  내부  용액을  Ca2+대신  Zn2+, 

Fe2+를사용하면 된다. 

2) 물의 경도 측정: 용매를 decanol 사용하면 모든 alkaline-earth ion에 

   대해 같음  

3) Exchanger가 R-S-CH2COO- Pb2+,Cu2+에 사용 

4) NO3-, ClO4-, BF4- : ortho-phenanthroline유도체 
                           M(O-ph)3

2+,사용 

5) Exchanger가 dimethyl-distearyl-ammonium ion Cl-정량에 사용 
                 R4N

+ 

  검출 한계 : 수용층에 녹아드는 ion exchanger의 용해도에 의해   
                 1차적으로 결정  

  온도 한계 : 0～50˚C 

         특징 : Table 23-4 참조 

  사용할 때 : 몇 주 사용 후 교환체와 내부액의 교환이 필요 



5. Ion-selective microelectrodes 

Micro sample의 어떤 ion의 activity측정에 使用 

 Tissue, tubules, capillaries 

Sensor : glass, liquid ion-exchanger, solid state crystals 

Tip diameter : 1.5㎛ / length : 3-5㎛까지 가능 

내부 참조 전극 : Ag/AgCl 

ex) 알칼리 금속 이온 농도 측정(frog skeletal muscle) 

*Fine pt wire에 liquid ion-exchanger 와 PVC의 혼합물을 coating한 

전극을 사용함 



Fig. 23-10 



ISFET(Ion-Selective Field-Effect Transistors) (책 23E) 



pH meter 

Figure 23-11.  An ISFET for measuring pH. 



6. Gas-sensing probes (책 23F-1) 

Function mechanism : thin, gas-permeable membrane을 시료액과 

sensing element사이에 두고 측정 

  Dissolved gas  membrane  internal filling solution  internal 

sensor가 평형의 변화를 monitor (in equilibrium) 

 

ex) CO2, NH3, SO2 as in test solution ⇔ internal electrolyte 

     NO2 : 내부액의 H+변화로 응답 내부전극으로 glass 전극 사용 

    SO2 electrode: SO2  membrane  (SO2+H2O⇔HSO3
-+H+) 

    10-6-10-2M 까지 검출 



Figure 23-12.  Schematic of a gas-sensing probe for carbon dioxide. 



Mechanism of Response 

A)  CO2(aq) = CO2(g) 
      analyte     membrane 
     solution        pores 

    CO2(g) = CO2(aq) 
   membrane     internal 
      pores         solution 

    CO2(aq) + 2H2O = HCO3
- + H3O+ 

      internal                   internal 
      solution                  solution 

    CO2(aq) + 2H2O = HCO3
- + H3O+ 

      analyte                    internal 
     solution                    solution 

B)  2NO2(aq) + 2H2O = NO2
- + NO3

- + 2H3O+ 

        external                      intern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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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nzyme - Substrate Electrodes (책 23F-2. Biosensors.) 

적당한 전극에 고정화시킨 효소를 coating하여 제조. 
   ex) Urea electrode 
        Urease  
        Urea + H2O ----|--->HCO3

- + NH4
+  

                              urea 가수분해 효소 

제조 : NH4
+ glass electrode의 표면에 polyacrylamide matrix를 coating. 

 Nylon netting (enzyme – gel matrix) or cellophane sheet로 supporting 

    Mechanism : 위의 효소에 의해 발상된 NH4
+가 얇은 전극을 확산하여   

                     들어가서 ammonium -sensitive electrode에 의해 monitor 

전극의 안정성 : 2~3 weeks (usable life time) 
                    10-2M-10-5M urea 정량  

현재까지 많이 사용된 substrates  

Urea, L-amino acid, D-amino acid, asparagine, glutamine, amyglaline, 

creatinine, penicillin, 등등 







특징 : High-impedance electronic voltmeter 

       : Negligible current 를 draw, 전압강하에 의한 error가 없다 

   

종류 : Utility(portable) : 100-300$정성에 사용(±0.1PH) 

General-purpose : 300-700$, ±0.05pH or ±3mV, recorder사용 可 

Expended-scale : 400-900$, ±0.01PH 

Research : 900-1000$, ±0.002PH, ±0.1mV 



Figure 23-14.  (a) Photograph of i-STAT 1 portable clinical analyzer. 
                      (b) Exploded view of i-STAT sensor array cartridge. 





23G   Instruments for measuring cell potentials 

23G-1 Direct-Reading Instruments 

23G-2 Commercial Instruments 

Numerous direct-reading pH meters are available 
commercially. Generally, these are solid-state devices 
with a field-effect transistor or a voltage follower as 
the first amplifier stage to provide the necessary 
high input resistance. 

The range of pIon meters available from instrument 
manufacturers is simply astonishing. 







* Application of ion-selective Electrodes 

응 용  분 야  : air, water pollution, fundamental biomedical research, 

oceanography, geology, agriculture, clinical analysis 

例 

1. Direct potentiometry ;  

① HCl gas정량(Cl-  선택성 전극) 

   검출 한계 : 200ppm HCl 

   Accuracy : 5% from 20-600ppm HCl 

② Nitrate 정량 

③ Soils 속의 Ca2+ 정량 

④ Serum, biological fluid 속의 Ca2+정량 

⑤ Br-, Cl-, F- in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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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nic-strength buffering : fluoride in natural waters 

다른 F 정량 방법보다 간단하며 사용이 쉽고 측정 농도 범위가 넓다. 

(100-10-6M)  

  검량 선법 : 측정코자 하는 성분의 표준액으로 일련의 系列이 되도록  

                  volt 측정(V vs C) 

  무관계 염의 다량 첨가  거의 같은 이온 농도 

  (자연수 중의 F-정량시) 

   

1M NaCl, citrate buffer, acetate buffer가 함유된 용액과 1:1로 희석후 

측정(TISAB) 



@ Method of Standard Additions : NH3 정량 in Aquaria, 해수 

시료 용액 전위 측정 후 소량의 농도 기지의 용액 첨가 -> 다시 E측정 

  

 

 

(E2 : 측정 이온의 기지 양 + test solution) 

-> 첨가량은 전 용액의 volume과 이온 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정도의 양 

   E1, E2는 combine 

 

 

 Antilog를 취하여 C계산 



ex) ① 해수 중의 NH3 정량(NH3전극 이용) 

        (sample 100ml + NaOH pellet) (NH4
+ -> NH3) 

         E1측정 

        (    ) + NH4Cl 

         E2측정 

        검출 한계 1ppb NH3 

     ② Ca2+ in beer Cu2+ in tap water 



23H   Direct potentiometric measurements 

23H-1   The Sign Convention and Equations for Direct Potentiometry 





23H-2   The Electrode Calibration Method 

  Inherent Error in the Electrode (calibration process) 

   Disadvantage : calibration후 K값 constant 라는 가정으로부터 inherent  

                    uncertainty 



Figure 23-17.  Response of a liquid-membrane electrode to variations in the 
concentration and activity of calcium ion. 

Activity versus Concentration 



23H-3   Calibration Curves for Concentration Measurement. 

23H-4   Standard-Addition Method 

The standard-addition method, described in Section 
1D-3, is equally applicable to potentiometric 
determinations, 

The glass electrode34    is unquestionably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electrode for hydrogen ion. 



23H-5 Potentiometric pH Measurement with a Glass Electrode 

Summary of Errors Affecting pH 
Measurements with Glass Electrode 

1. The alkaline error. 
 

2. The acid error. 
 

3. Dehydration. 
 

4. Error in low-ionic-strength solutions. 
 

5. Variation in junction potential. 
 

6. Error in the pH of the standard buffer. 
 

7. Errors resulting from temperature changes.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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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19. High-performance automated titrator. 

23I   Potentiometric  titraton 

The potential of a suitable indicator electrode is convenient for 
determining the equivalence point for a t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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