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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mmonium salt of Nitrosophenylhydroxylamine "called cupferron", is a well-known analytical reagent, 
which precipitates a great number of metal ions in acid medium. The electrode reduction velocities of cupferron 
at droping mercury electrode in various supporting electrolytes were measured by Delahay method. The free 
energy of activation and transfer coefficient for a given electrode reaction are computed from the corresponding 
current-voltage curve. The number of electrons involved in the rate determing step of the reduction of cupferron 
is calculated for solutions of various pH.

要 約

酸性溶液中에서 重金屬 이온의 沈澱劑로 널리 使用되는 Nitrosophenylhydroxylamine(Cupferron)2] 非可逆電極 

反應의 電流電壓曲線과 酸性및 알칼리 性에 서 의 還元反應機構및 反應速度 그리 고 pH 變化에 따른 관여전 자수, 活 

性化 energy 를 Delahay 方法을 利用하여 구하였다. '

I.緖 論

滴下水銀電極下에서 反應速度電流에 依한 最初의 定 

量的인 說明은 R. Brdicka 와 K. Wiesner⑴이다. 이 들 

은 pyruvic acid 와 phenylglyoxalic acid 에 對해 서 다 

음과 같은 Kinetic Current 에 關한 關係式을 導出하 

였다.

让=__________瓯[H+〕卯 K으______________ ()
k 〔Ka+〔H+〕〔謨〔H+〕十© 1。/定四)

我；The limiting Value of Kinetic Current

女；The thickness of the layer around the elect

rode

a; The Contant in Ilkovic equation Qia^ac') 
e; The total concentration

'本報文은 1968年 10厂18日 仁荷工大에서 發表하였음.

Ka; Ionization constant
Fy; Faraday
q; The average surface of mercury per drop. 

이러한 關係式을 利用하여 I- M. Kolthoff⑵ 와 A 

Liberti 는 Nitrosophenylhydroxylamine 의 電流電壓曲 

線에서 pH=l 때 a=Q023, q=0.0189 卩=1。= Ka= 
5. 3x10-5 의 값을 (1)式에 代入하여 25°C 에서 3.3x10 

“의 Rate constant 의 값을 얻었다. 그런데 여기서 “= 

lOf Ka=5. 3x10— 값은 Brdicka⑴와 Hantzsch。〉들 

이 다른 方法으로 별 도로 각각 구한 값을 Koltho任 들은 

그대로 이용하였으므로 近似的인 結果에 지 나지 않는다 

그대 로 이 용하였으므로 近似的인 結果에 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몇 가지 점이 분명하다. 즉 pH 1 에서 구 

한 Rate Constant 값 E 를 이 들은 全 pH 범 위 에 걸 친 반 

응속 상수로 보고 이 값을 써서 反應速度電流를 計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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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그리 고 中性溶液에서 는 Cupferron 은 二段波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서 pH 변화에 따라 電極反應機構 

가 變化되는데도 不拘하고 이에 對해서는 充分한 해석 

을 하지 못했다.

本研究에서는 이己-] 한 여러 점들을 구명코자 Delahay 
方法을 利用하여 pH 변화에 따른 관여젼자수, free 
energy, 그리고 反應速度常數를 각각 求하여 電極反應 

機構를 考察해 보았다.

H. 實驗方法 및 裝置

Delahay 는 Pyruvic acid 의 電極反應을 one step re
action 이 라 假定하고 다음과 같은 Graphic metric met- 
hod⑷ 關係式을 導出하였다.

£心=1255月"秫財升2/3C講..................................(2)

但 8={1 —©(糾/£"丄후^

(2) 式에 서 求한 rate constant k 는 ana 및 *와 아래 

와 같은 關係가 있다⑸

& = J우"exp 二空譯虫J...........................⑶

人;The B시tzmann constant
h; The planck constant
T； The absolute temperature
(!'■, The average distance between two ions

」F; The free energy of activation of electrode pr
ocess

心；The number of electron

Z； The over voltage for the electrode
R The gas constant
仃； The transfer coefficient

(3) 式에서 log 為와〃 를 plot 하여 그 slope 에서를 

구할 수 있 다. 이 값을 다시 (3)式에 代入하면 dF 를 求 

할 수 잇다. 그턴데 Cupferron 은 pH 변화에 따라 中性溶 

液에 서 는 二段波를 나타냄 으로 이 때 電極反應機構는 매 

우 복갑하게 變化될 것이 라 보고 本硏究者는 Delahay") 
의 two Consecutive Irreversible wave 에 對한 關係式 

을 여기에 導入하였다.

즉 0 上—Z 쓰-*R...........................................(4)
nYe n2e

0 브- Zi=iR................................................(5)
ne

反應物質 0가 먼저 어떤 中間生成物Z로 還元되고 이 

것이 다시 最終生成物 R로 還元되는 過程을 생각하였 

다. 이때의 反應速度를 Z'i, k2t 관여전자수를 如, 如라 

하면 電極反應은 (4)式으로 나타낼 수 있다(과전압이

0. 1-volt 이 상),

本硏究에 서 는 中間生成物 Z 와 最生終成物 R 사이 에 

平衡이 이루어지는 (5)의 境遇는 다음 硏究로 미루었 

다. 그더 므로 (4)式의 中間生成物 Z 의 生成;速度는 (6) 
式으로 주어

泌N?/力= C%exp(&i"Do) erfc(^1Z1/2/D0)...... (6)
N£; The number of moles of Z
C°; The bulk concentration of substance 0
D,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substance O
&i； The rate constant at a given potential for 

the first step of reaction.................................
erfc; The error function

그런데 钧質 Z 는 다시 R로 환원되므로 다음과 같은 

條件을 만족한다.

Cc^Iexp(^l^/D0) erfc (如尸八/叫/)一爲c=(o. Z)

+ £)/*〕x-o~0....................................(7)
匚八；The diffusion coefficient of substance Z 

Cz(O.Z)； The concentration cf substance Z at the 
electrode surface

k：、The rate constant, at a given potential for 
the second step of reaction (4)

(7) 式에 서 CXO. o 濃度項을 求하기 爲해서 G(nO) = 
0, GGr.O—O, 二」＞8인 初期條件과 (6)式의 境界條件 

을 (7)式에 代入하여 Laplace transformation, inverse 
transformation 하면 Total Current 侖 를 求할 수 있는

(8) 式이 얻어진다.

zz=w:FAC°^lexp(^1a//D0) erfc (^^1/2/Do1/2)4- 

從FAC。卞飞서2~I—〔ex끄(知f/DQ erfc 
「瓦■丿 IT

(M/^DyexpS/DD erfc
(妃 5/d。/)〕........................................(8)

(8)式에서 提 가 無限大가 되면 第2項은 零에 接近하 

여 (2)式과 같게 되 므로 pH 變化에 따른 Rate Constant 
값을 求할 수 있다.

(A)試 藥⑺

C6H5N(ONH4)NO, KC1, HC1, H3PO4, H3BO3, HA 
C, LiOH 는 Merk 製 特級試藥과 市中特級및 一級試藥 

을使用하였으며 pH 1〜5. 6 은 Clark and Lubbs buffer 
를, pH 3〜 10 은 Britton 슈nd Robinson buffer 를 使用 

하여 Supporting electrolyte 로 썼 다. 그리 고 C6H5N 
(ONHDNO 의 濃度는 8X1041〃 의 溶液을 使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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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裝 置

1. pH Meter Tokyo Toa Denpa Kogyo Mod시 

HM-5A
2. Yanagimoto polarography PA 102

3. H-type Cell
4. Condition 25土FC

，（C）實驗操作法（8）

支持電解質液 14 ml 를 고무栓으로 密栓된 H-ceH 에 

넣고 試料溶液 Q 5i시 를 添加한 후 恒溫槽 內에서 約 20 
分間 N2 흥as 를 通한 후 柳本 Polarography Type PA 
102로.서 S.C.E. 對極으로 DC P이arogram 을 얻 었 다.

ZL리 고 Polarogram 의 Calibration 은 Test-Base S이u- 
tion-Fisher * 13-776-25 와 Test-Base Solution Fisher 
# 13-776-30 을써서 各各 測定比較하여 P이arogram 의 

機械性能을 試驗하였으며 全實驗을 通하여 使用한 電 

導水의 比'电導度는 L5xl0-amho cmT 의 것을 使用하 

였다. 그리고 電極特性은 匕/2 에서 0. Ivolt 陰電位에

TABLE 1. Wave Height and 너이f Wave Potentials in 

득히 pH 3 以下에서는 極大抑制劑(maximum suppre- 
sor)를 쓰지 않아도 再現性이 좋은 電流電壓曲線을 얻을 

수 있 었으녀 pH 2 2〜3. 0 사이 에서는 Clark and Lubbs 
buffer 보다 Britton and Robinson buffer 가 더 再現性 

이 좋고 鮮明한 電流電壓曲線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 

고 pH 6. 3〜8. 2 사이에서 二段波가 얻어지고 그 外에 

서 는 다마 一段波의 Polarogram 만을 얻을 수 있음을 

알았다. 또한 pH 10 以上은 Ammonium wave 가 생 

성 되 므로 本實驗에 서 는 pH 10以下에 서 만 實驗했 다.

또한 pH 6.3〜&4 사이에서는 두개의 還元波가 얻 

어지 는 것으로 보아서 Cupferron 은 acid form 과 Anion 
form 이 있어서 각각 相異한 電位에서 還元되는 것이 

틀림없디-. 따라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還元되는 상태는 

여 러 form 으로 존재 하리 라 생 각된 다. 즉 一段波의 限 

界電流値는 二段波의 限界電流値와 다르다. 그것은 一 

段波의 電流値는 主로 擴散에 依해서 反應이 支配되는 

것이 아니고 電極反應이 進行됨에 따라 電極表面에서 

의 反應物質의 生成速度에 依해서 電流値가 左右된다

Solution of Cupferron af Varying pH at 25°C,

Height of first wave 
pH Supporting electrolyte ' ■八------- 、、

#A（£） （—协/2）1

Height of second wave
，--- 〜----、
^A（Z2） （一兀

1.3 Clark and Lubbs KC1-HC1 15.2 0. 97
2.0 Clark and Lubbs Phthalate 14.6 1. 02
4.4 Britton and Robinson 13.8 1. 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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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 80
1.81
1.81
1. 82
1.82
1.82

서 測定했고 其他는 常法(航耿⑵에 따랐다.

皿. 結果 및 考察

D. C. Polarogram 에 서 测定한 값은 Table 1 과 같다.

Table I에서 알 수 있는 라와 같이 pH 가 增加함에 

따라 limiting current 값이 점차로 감소되 었고 pH 6.3 

〜8. 2 사이에서는 二段波가 얻어졌는데 一段波의 限界 

電流値보다 적은 값이었다. 그리고 PH 8.4 以上에서 

는 다만 一段波만이 얻어 졌고 이 에 對한 半波電位 값은 

一段波에 서 는 PH 에 따라 變하지 만 二段波의 半波電位 

와 限界電流値는 PH 에 關係없이 一定한 값을 나타내 

었다.

고 생각된다. 그것은 같은 pH 에서 水銀柱 높이에 따라 

滴下時間과 一段波의 電流値(机)과 二段波의 電流値(德) 

값을 比較해 보면 宿 은 水銀柱 높이에 關係없이 一定한 

값을 나타내 나 标값은 水銀柱 높이 가 감소됨 에 따라 

TABLE 2. Values of the First (h) and the Second (<2)

Limiting Currenfs at pH 7. 4 as Function of the 
Height of Mercury in the Reservoir.

Height of 
mercury 
in reservoir 
in cm

Drop time 
in 

seconds
u 讨hl

85 2.6 1.2 9.7 1. 03

77 3.0 1-2 9.3 1- 06

50 3.7 1.2 7.6 1. 07

40 4.2 L2 6.8 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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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流値도 감소했다. 이 값을 水銀柱 높이의 제곱근으 

로 나누어 주면 一定한 값으로 되는 것으로 보아서 一 

段波의 初 값은 擴散電流値가 아니 고 反應物質의 生成 

速度에 따라 決定되 는 反應速度電流이 며 机 값은 擴散 

電流임 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이 와 같이 pH 6. 3〜8. 2 사이 는 복잡한 電極反應인 데 

도 不拘하고 K이thoff 들은 다만 pH 1 에서 Brdicka式⑴ 

을 써서 구한 标 값을 全 pH 범위에서 구한 丸 값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관여전자수도 pH 에 따라 다른데도 Ilk- 
ovic 式을 써서 관여전자수를酸性 溶液에서 6개, 알칼 

리性에서는 다만 酸性에서의 限界電流値만을 서로 比 

較하여 관여전자수 4개를 구하여 電極反應機構를 請하 

였다.

本實驗에서 는 먼저 Delahay 法을 써 서 pH 변화에 따 

른 電極反應速度常數를 구하였으며 그 結果는 Table 3 
과 같다.

TABLE 3. Values of the kD1/2, k at varying pH

pH 虹）" 迎" m2/란5 r k

1.3 5. 00 0. 24 5. 20 3. 35 L5xl0"
2.0 1. 50 0. 23 5. 30 3. 30 4.5x10-3
6.3 0. 80 Q.20 4. 80 3. 00 3.0x102 （名）

0. 06 0. 04 4. 68 3.15 1.8X10"4（워2）
7.0 0. 70 0.19 3. 07 2. 71 2.1 x IO-3 （知）

0. 08 0. 05 2. 78 2. 52 3.0x10-4 以J
8.8 5. 00 0. 30 5. 20 2. 51 1. 5xl0~2

10.0 co 0. 32 5. 69 2. 71 8

Table 3 에 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pH 1.3 以 上, 

pH 8.8 以下에 서 는 KD5 값이 5 以上의 값을 가지 는 

것으로 보아서 이 범위에서는 電極反應이 擴散에 依해 

서만 支配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외의 pH 에서는 KD，2 값이 5未滿이므로 

이때는 擴散과 反應速度에 依해서 電極反應이 支配된 

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pH 1.3 以上, pH 8.8 以下 때 의 反應速度가 屮

TABLE 4. Values of the JF ana al Varying pH

pH 시F kcal/mole ana E at ig

1.3 16 0. 90 1.32
2.0 14 0. 80 1.34
6.3 14 0. 30 1- 38

15 0. 60 1,83
7.0 15 0. 30 1.42

15 0. 72 1.86
8.8 15 0. 60 1.82

10.0 15 0. 55 1.82

性 溶液에서 보다 約 10倍 以上 빠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pH 에 따라 變化되는 活性化 에너지 JF 및 관 

여 전자수를 求한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여 기서 z/F 및 07七 値는 Table 3 에서 구한 k 가을 利 

用하여(3)式으로부터 구하였다.

Table4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亦 가 15 kcal/mole 
이므로 反應物質이 쉽게 還元되기 쉬운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泌扁 値가 acid range 에서 는 0.9, alkali range 

에서는 0.6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서 治払가 0,3 일 

때 電子 한個가 反應에 관여한다고 하면 酸性및 알캍 

리性에서는 3개 및 2개의 電子가 그리고 中性 용액 에 

서는 1 개 혹은 2개가 관여 함을 알았다. 그린데 Cupf- 

erron 에 對한 구조식 은 여 러 가지 가 제 안되 고 있는데 

그 중에서 Angeli⑴)와 Hantzsch⑶는 각각 다음고卜 같다 

고 했으며

C6H5N-NOH 및 C6H5-N-NO 
i! I
0 OH

그리 고 Diehl(技) 은 이 들 兩者 간에 tautomeric equilibr- 
ium 으로 存在한다고 했디-. 특히 G. Fieser and M. 
Fieser"3) 들은

C6H5—了一N=Oh=C6H5N+=NOH 라 했 드시 외 

OH O
러 硏究者들이 Nitrosophenylhydroxylamine 구조식 들 

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硏究結果에서 밝힌 바와 

갇이 Free energy 값이 적 고, 函& 値가 pH 에 따라 變化 

하는 이상, 그리고 전극반응속도가 酸性및 알칼리性에 

서 는 屮性 용액 에 서 W-다 약 10 倍 以上 빠르.기 때 문에 전 

극반응기구는 녀1우 북삽하게 진행되 리 라고 주측된 다. 

이에 對헤시는 木硏究 서론에서 論한 (5)式에 對한 硏- 

究가 계속되고 또 Cupferron 의 구조시 결정 이 병 행되 

어 야 완전한 전극반응기구가 얻어지 리 라 생각된디-.

結 論

1- pH L 3 以上에서는 Clark and Lubbs buffer 卫_다 

Britton and Robinson buffer 를 supporting electrolyte 
로 사용했을 때가 더 再現性이 좋았다.

2. Nitrosophenylhydroxylamine(cupferron)의 非可逆電 

流電壓曲線으로부터 pH變化에 따른 관여전자수 및 

free energy 를 求한 結果 酸性및 알칼리 性에 서 각각 

3개, 2개의 電子가 관여하였고 이때의 free energy 
는 15 kcal/mole 임 을 알았다.

3. pH L 3以上, pH &8以下에 서 의 電極反應은 主로 

擴散에 依해서 反應이 支配되고 中性 溶液에서는 擴散 

및 反應速度가 함께 電極反應을 支配하고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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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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