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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백금전극을 사용해서 CrQ二이온의 환원을 중성인 비완충용액과 pH 8〜10 범위의 완충용 

액 및 강한 알카리성용액 에서 조사하였다. pH 8〜10 범위의 완충용액에서 &0广이온의 환원에 관여 

한 전하이전의 수는 pH가 증가하므로써 점점 중가되었다. CrO/이온이 0.2N NaOH 용액에서 환 
원되어 질때 반응기구가 다음과 같이 가정되었다. 」

CrOr+H2O+2e—>CrO3=+2OH~, CrO3=+3H2O-F^一一>Cr(OH)34-3OH~

pH 13. 5 이고 지지전해질인 (CH3)4NOH 용액 에서 CH-二 이온이 환원되 어 질때 두째번 파에서 심 
한 흡착을보여주었다. 」 °

Q'1N KC1 의 비 완충용액 에 서 linear sweep voltammogram 은 initial voltage 와 voltage sweep rate- 
에 따라 세개 혹은 네개의 분명한 파로 나타나지만 첫째번 파는 확산에 의해서만 된 파라고 설명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Abstract. Reduction of chromate ion at the Pt-electrode was investigated in neutral unbuffered 
solutions, in buffered solutions of pH between 8 and 10, and in 마rongly alkaline medium. In 
buffered solutions of pH between 8 and 10, the number of electrons transferee! in the reduc- 
tion of chromate ion increased progressively with increasing pH. When chromate ion was reduced 
in 0.2 N sodium hydroxide medium the following mechanism was suggested:

CrOr+H2O+2e―>CrO3==+2OH-, CrO3=+3H2O4-^―>Cr(OH)3+3OH-

When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pH=13.5) was used as the supporting electrolyte, a 
second wave indicated strong adsorption.

In unbuffered solutions of 0.1 TV potassium chloride the linear sweep voltammogram consists of three 
or four distinct waves depending on the initial voltage and the voltage sweep rates, but the first 
wave was di伍cult to explain as a diffusion controlled wave.

L 서 론 용하여 NaOH 용액 속에 서 연 구한 바 있다. 그

최초의 크롬산염 이온의 환원에 대한 연구는 리고 Lingane과 Kolth。任2는 Standard Heyrov-
Thanheiser 와 Willems】 가 적 하수은 전극을 사 sky Polarography 방법 으로 d. m.e 전극을 이 용

一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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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크롬산염 이온의 환원 반응기구를 연구했 

다. 이때 사용된 용액은 완충용액과 비완충용액 

및 강한 알칼리성용액들이었다. Giovanni Pic- 
cardi3는 비완충용액을 지지전해질로 해서 oscil
lographic polarography 로 크롬산염 이온의 환원 

을 연구했다. 또한 Lin횸ane 과 Osteryoimg4 은 

Hg-전극을 사용하여 알칼리 용액 속에서 크롬산염 

이온의 홉착현상을 chronopotentiometry 로 연 

구한바 있다. 크롬산염 이온의 환원반응은 다른 

반응물질과 같이 용액의 상태나 전극 종류에 따 

라 상당히 달라질 뿐만 아니 라 현재까지 연구로 

는 환원반응기 구가 완전히 밝혀 져 있지않다. 본 

실험에서는백금-전극으로 이상의 연구자들이 사 

용한 용액 속에서 크롬산염 이온의 환원반응기 

구 및 성질을 linear sweep v시tammetry*6로 연 

구해 보았다.

2. 이 론7

Linear sweep voltammetry 를 이 용하여 즉정 된 

전류밀도는 nonfaradaic component 夜f 와 fara- 
daic component 方 의 합으로서 나타낸다.

£=&f+if=Cd 2^-十讣 (1)

(1) 식 에 서 Cd 는 double layer capacitance 
므로 전위에 따라 변하게된다. 이런 까닭에 

nonfaradaic component 는 실험중에 일정한 값 

으로 얻 어 지 지 않는다. Slow sweep v시tammetwy 
에서는(즉 voltage sweep v/으 ec) nonfa-
radaic 전류밀도는 faradaic component 에 비 하면 

항상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적은 값이므로 본실 

험 조건에서는 이 항은 생략된다. 그렇지만 vol
tage sweep rate 가 1 v/sec 보다 더 큰 속도로 

voltammogram 을 얻게 된다면 nonfaradaic com
ponent 는 voltammogram 의 모양에 상당히 영 향 

을 주게된다. 주로 faradaic 전류는 반응이 가역 

또는 비가역 다단계요52 전극과정에서 전극의 종 

류에 따른 확산이론이 적용될 경우에만 논의의 

대상이 된다. 지금。+？紿=&과 같은 reversible 
cathodic charge transfer 고]■정 인 경 우에 faradaic 
전류믿도는 다음과 같다.

if^ip+S (2)

여기서 祐는 평면전극을 사용할때의 전류밀도 

이고 S는 구형전극을 쓸 경우에 필요한 보정항 

이다. 본실험에서 백금판 전극을 음극으로 사용 

했기 때문에 faradaic 전류밀도는 voltage sweep 
rate 0와 관계가 있다.

. 一 3F)3〃c°yuz)°)i/2昭 ()
1p~ (R君了乃 k

(3) 식에서 는 물질。의 용액태반에서의 농 

도이며,」는확산계수이다. TV장°는 Nicholson 
과 shain에 의해서 정의된 계수로서 전위의 함수 

이다. 가역 charge transfer 과정일때 전류■一전압 

곡선에서 maximum전류가 생기는 점에서의 전 

위 E说 은 다음과 같이 된다.

万，百， (1. WRT ⑷
Em^E1/2-~ 一爲---  ‘土

(4) 식 은 sweep rate 에 는 무관한 식 으로서 가역 

반응에 적용되는 식이다. 평면전극을 쓸 경우에 

sweep rate에 관계있는 피이크전류밀도는 다음 

식으로 된다.

(.、0. 4473矿)3/2齐(卩1)。)1/2 ()
(z Q 观= (RT)1而 v

한편 백금-전극과 같이 평면전극을 사용하고 

역 반응이 무시되는 비가역 charge transfer 과정 

일때 는 음극 faradaic 전류밀도는 (广=标 이 다”

즉,

""室湯糸以性 ⑹

(6) 식 에 서 는 역 시 Nicholson 과 Shain 이
정의해 둔 계수이 다. 비가역과정 인 경 우에 sweep 
rate 에 따라 피 이크전위 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 RT [ / aVnFD0
ElEl 顽矛!lny Rf-

-血四)。+0.7째 ⑺

⑻

(7) 식에서 E” 과 In /诺를 도시 하면 표준속도 

상수 (K。)。는 절편에서 구하고 기울기로부터 

transfer 계수 a 도 구할 수 있다. 또 피 이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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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밀도가 피이크전위와도 관계가 있다.

zm -r0. 227 nF (Ko) ae x 一 a 噎歸 

(Em-~Eo)~\ ⑼
一」

⑼식은 ⑹식 (7)식과 같이 voltage sweep rate 
가 lv/sec 이하이고 평면전극을 음극으로 하여 

음극반응이 일 어 날때 비 가역 charge transfer 과 

정을 판단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식이 된다.

3•실 험

3.1. 시약. Fe(NO3)39H2O, HC104, K2CrO4> 
KC1, NaOH, NagQ 는 Merk 제 특급시약과 

시 중특급 및 1 급시 약을 사용하였으며, pH 8〜10 
은 Britton and Robinson buffer 를 써 서 지 지 전 

해 질로 사용했 다. pH 13. 5 인 용액 은 (CH3)4N- 
OH를13 합성하여 지지전해질로 사용했다.

3.2. 전극¥ 분극전극으로는 백금판전극 

(Beckman 39273)과 보조전극으로는 백금선전극 

(Beckman 39017) 을 사용했 고, 비 분극전 극으로 

는 S. C. E(Beckmam 39005)를 사용했디-. 전 실 

험을 통해서 전극은 먼저 묽은 질산으로2〜3번 

씻고 2차 증류수로도 5〜6번 씻었다. 다음에 

실험하고자하는 시 료로 2번 씻고 건조시킨 다 

음에 사용했다.

3. 3. 실험조작 15. 지지 전해질 80mZ과 K2CrO4 
용액 2 mZ를 측정 용용기 (beckman beaker) 에 넣 고 

전극들을 고정하였다. 보조전극은 가능한한 분 

극전극으로 부터 멀리해서 실험온도가 30士0.1 °C 
인 항온조에 용기 를 넣고 정제된 N2gas 를 10분 

간 통했다. 이와같이 CrO4= 이 온 농도와 지 지 전해 

질 송류를 바꾸어 가면 서 voltammogram 을 얻 었 

다. 그리 고 voltammogram 의 calibration 을 위 해 

Beckman test solution",* 인 [(厂叮订 Fe+，용액 을 

0.1M HCIO4 지지전해질로 하여 얻은 데이타 

로 각각 즉정 비 교하여 voltammogram 의 기 계 성 

능을 시험했다. 그밖에 모든것은 상법에 따랐다.

4. 결과 및 고찰

T沥"1에서 보면 KzCrQ의 농도는 2.0x10-3 
M/1 이 고 pH 8. 45에 서 voltage sweep rate 가 

20〜40 m/sec 까지 는 피이 크전위가 一1.18V이 匸土 

(3)식을 이용했을때 환원에 관여한 전자의 수를 

계산한 결과 2 개이다. 그러 나 voltage sweep 
rate 가 100 mv/sec 일때 는 一L25V로 옮기 고 환 

원에 관여한 전자의 수는 3개다. 그런데 pH 
10. 20 에 서 는 volage sweep rate 가20〜40 mv/sec 
에서는 환원에 관여한 전자의 수는 약 4개가된 

다. Fig- 1을 보면 역 시 Koltho倍가 지 적 한것처 

럼 (다른 완충용액들 이지만 pH는 역시 같은 벋

Table 1. Parameters derived from single sweep voltammetry for the reduction of chromate ion 
in various bu任er solutions at 30 °C,

Cone.

supp. elect. (v)

volt, sweep 

rate (mv/s) (“a)

Epi

(v)

*2

(四)

E抄 

(v)

거 L n2

1.5X10-3M K3CrO4 -0.90 40 320 一L97 240 -2. 39 5.3 4.4
+ -0.90 20 177 一 2 03 100 -2.42 4.5 3.1

(CHJ.NOH -0.90 10 120 -1. 93 65 一 2 41 4.4 3.0

2.0X10-3M K2CiO4 —0.10 100 275 -1.25 2.9
+ -0.10 40. 117 -1.18 2.2

pH 8. 45 -0.10 20 87 -1.18 2 3

2.0X10-3 M K2CrO.t -0.10 100 285 -1. 33 3.0
+ -0.10 40 180 -1. 30 3.0

pH 9. 50 -0.10 20 125 ~1. 29 2.9

2. OXHLW K2CrO.t -0.16 40 280 -1.32 4.0
十 -0.16 20 180 -1. 32 3.7

pH 10. 20 -0.16 10 107 -1. 3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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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였다. ) 가역파임을 알 수 있다.

왜 냐하면 (5)식 을 이 용하여(爲)m 과 (们兀)1 
을 도시했을때 F，g.3에서 직선이 이루어졌기 때 

문이다. pH 8〜10범위에서 (단, voltage sweep 
rate 가 100 mv/sec이 다. ) 크롬산염 이 온의 환원 

반응기구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CrO4=+사£。+3e >Cr (OH) 3+5OH「

혹은

CrO4=+2H2O+3e -一>CrO2- +4OH「

특이한 것은 pH 8〜 10범위에서 sweep rate가 

100 mv/sec 보다 빠른 경우에는 두째 파가 생김

Fig. 4를 보면 pH 13. 5인 (CHQ4NOH용액 에 

서는 첫째파와 두째파가 나타나 있다. 첫째파는 

두째파에 비해서 상당히 파고가 높은데 반해서 

두째파는 너무 낮다. pH 8〜10에서와 같이 (3) 
식을 이용하여 전자수를 구해보면 기대되는 전 

자수보다 훨씬 큰값이다. 이런 현상은 확산에 

의 해 서 나타난 파로 해 석 하기 에 무리 가 있 다. 

하여 튼 두째파에서 심 한 distorion 이 있는 것으 

로 보아 상당한 흡착이16 있었음에 틀림없다. 

Kolthoff 는 NaOH 용액 과 같은 강한 알칼리 성 용 

액에서는크롬산염 이온이 비가역적 으로 환원이 

되어 다음과 같이 반응기구를 가정했다.

을 알 수 있었다.

Fig. 1. Voltammograms for the reduction of 2X10'3 
M chromate ion in various buffers at 40 mv/s of 
voltage-sweep rate at 30 °C.
(1) pH 8.45, (2) pH 9. 50 (3) pH 10. 20

Fig. 2. Voltammograms for the reduction of 2X10*3 
M chromate ion in Robinson buffer pH 9. 50 at 
different voltage sweep rates at 30 °C 
(1) 100 mv/s, (2) 40 mv/s, (3) 20 mv/s.

CrO4=+4H2O+3e —>Cr (OH) s+5OR-

혹은

CrO4=+21福0+没一一>CrO2- + 4OH「

이유로서는 위 반응의 표준전극 전 

위는 Latimer^ 에 의 해서 얻어진 자 

유에너지 데이타로 부터 구하면 각각 

—0.37V 와 一0.42V (w. S. C. E) 이 며 

실제 Kolthoff 도 d. m. e 전극으로 크 

롬산염 이온을 0.002〜0.2N NaOH 
용액 에서 음극환원시 킬때 가역 전위 보 

다 몇 배의 negative overpotentential 
에서 피이크가 얻어지므로 비가역적 

으로 환원반응이 일어난다고 했다. 

본실험에서도 0.2N NaOH 용액 속에 

서 피 이 크전위 가 一1.90V 와 一2.30V 
인것으로 보아서 비가역반응이다. 이 

때 관여한 전자수는 (6)식과 (9)식을 

이용했을때 첫째파에서는 2개이고 

두째파에서는 1개 였다. Fig. 5에서 

알 수 있는데 지지전해질의 농도가 

0.2N에서 0.002N 로 묽어짐에 따라 

두째파는 없어지고 첫째파만 나타내 

며,. 이때 관여한 전자의 수는 오히려 

1 개로 된다. 0.2N NaOH 용액에서 

크롬산염 이온이 환원될때의 반응기 

구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Vol. 18, No. 2,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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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lot of (标) 하 vs. (VD0)1/2 for the reduc
tion of 2. 0X10~3 M 사iromate ion in Robinson 
buffer solutions at 30°C.
(1) pH 8.45, (2) pH 9. 50, (3) pH 10. 20

CrC^+H2O+2e —>CrO3=+20H -

CrO3=4-3H2O-Fe―>Cr(OH)3+3OH~ 

1.5xl0"3Af PQCrQ가 지지전해질이 0.1 AfKCl, 
initial voltage 7} T). 70 V에 서 sweep rate 100 
mv/sec인 조건에서는 첫째파는 一 L72V, 두째 

파는 —2 0V, 세째파는 一2.16V, 네째파는 一 

2.26V에서 4개의 파가 생김을 알수 있으며 이 

때의 반응기구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CrOr-—>Cr+3, CrO4=一一>Cr+5

또 한편 1.0 x 10~3 M 瓦CrQ가 0.1MKC1, initial 
voltage가* +0.70 V voltage sweep rate 가■ 100 
mv/sec 상태에서는 첫째파는 一0.45V, 두째파 

는 -0.85 V, 세째파는 一0.96 V에서 생긴다. 

Giovanni Piccardi3^- oscillographic polarography 
로 5x10-4 肱 K2CrO47} 0.1 MKC1 용액 에서 환 

원될때 3개의 파가 생긴다고 했다. l.OxlO-3 
M K2C1Q4가 환원될때의 반응기구를 가정해보 

면 다음과 같다.

CrO「一으Cr+2, CrO4=—>Cr^4

Fig. 4. Voltammogrms for the reduction, of 1. 5X10-3 
chromate ion in (CH3)4NOH(pH=13. 5)at various 
voltage-sweep rates at 30 °C.
<1) 2 mv/s (2) 4 mv. /s., (3) 10 mv/s, (4) 20
niv/s, (5) 40 mv/s., (6) 100 mv. /s., (7) 200
mv/s.

특이한 점은 0.1MKC1 용액에서 크 

롬산염 이온이 환원될때 첫째파의 파고 

는 크롬산염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면 반 

대로 증가함을 보여 주었다. 첫째파가 

나타내는 이런 현상은 백금표면에 chro
mic hydroxide나 basic chromic chromate 
와 같은것이 필름2을 형성하여 더 이상 

환원반응이 일어나는것을 막기 때문에 

Fig. 6에서 첫째파는 아주 크지만 다른 

파들은 매우 작게 나타난 것이다. 끝으 

로 0.1M Na2CO3 용액 에 서 는 크롬산염 

이온의 환원은 한단계로 나타났다.

5.결  론

0.1N Kcl 의 비 완충용액 에 선 initial 
voltage 와 voltage sweep rate에 따라 

파가 세개 혹은 네개가 나타난다. 이들 

중에서 다른파들에 비하여 아주큰첫째 

파는 CrC)4= 이온이 환원되 어 질때 전극표 

면 에 chromic hydroxide나 basic chromic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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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1. 5X10-3 M K2CrO4+0. 2 M NaOH, (2) 1.5X10-3A/ K2CrO4+0.02 M NaOH, (3) 1.5X10-3 M 
KQQ+O. 002 M NaOH

Table 2. Parameters derived from single sweep v시tammetry for the redution of chromate ion in neutral 
unbuffered and strong alkaline medium, 30 °C.

Cone 
Ssppelect.

Ei volt. ipi Epi 
(v.) 

(mv/s)

ipz Eg
(，源)(v)

ips
(网)

Ej>3 
(v.)

M Eg* n2 n3 鈴4

1.5X10-3M K2CrO4 
+0. IM KC1 -0.70 100 202 -1.72 43 -2. 01 71.5 —2.16 75 一 2. 26 2.9 1.0 1.4 1.4

1.5X10-aM K2CrO4 
+0. IM KC1 +0.70 100 255 一 0. 45 90 -0-85 100 -0. 96 4.4 2.2 2.3

1.5X10^3M KQQ
4-0. 2M NaOH

-0.70
-0.70

100
40

200 —L 91 200 -2. 29
175 -1.90 98 -2. 30

1.7
2.1

1.2
0.8

1.5X10-3M K2CrO4
+0.02M NaOH

-0. 70
—0.70

100
40

193 一 1.56 108 -1.98 
180-L64 44 -2.13

1.5
1.0

0.7
0.4

1.5X10'3M K2CtO4
+0. 002肱 NaOH

-0.70
-0.70

100
40

90 一 1.90
60 -1.78

0.7
0.7

4. 7X10-3M K2CrO4
4-0.1M Na2CO3

-0.70
T). 10

100
40

93 一 L74
70 -1.40

2.2
2.9 —

chromate와 같은 필름이 형성된데 원인이 있다. 

pH 8〜10 범위에서 Cr。/이온이 환원될때 관 

여 한 charge transfer의 수는 pH가 증가하므로 

써 점 점 증가했다. 0. 2N NaOH용액 에 서 CrO「 

이온의 환원반응기구를 다음과 같이 가정했다•

CrO4=+H2O+2e>CrO3=+2OH-

Vol. 18, No. 2, 1974

CrC)3=+3H2。+e—>Cr (OH) 3+3OH-

pH 13.5이고지지전해질인 (CHj’NOH 용액에 

서 CrQf이온이 환원될때 심한 흡착현상이두째 

파에서 생기는것을 알았다.

본 실험중에 지도와격 려 를 아끼지 않으시 고 돌 

보아주신 황정의교수님과 정종재교수님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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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oltammograms for the reduction of Chromate 
ion in unbuffered supporting electrolyte at 100 mv/s 
of voltage-sweep rate at 30 °C.
(1) 1.5X10'3M K2CrO4 in 0.1 M K시., (2) 1.0X 
IO'3 M K2CrO4 in 0.1M K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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