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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세토니트릴용액 중에서 4-(2-pyridylazo)-resorcinol(PAR)의 폴라그래프법적 성질을 연구 

하였다. 아세토니트릴에서 PAR은 두 개의 환원파를 나타내었다. 각 환원파의 환원전류가 어떤 유 

형인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은기둥의 높이, 용액의 온도, PAR 의 농도에 따른 한계전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결과, 환원전류는 확산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PAR의 직류폴라그램에 대한 양 

성자주게인 물과 페놀의 첨가에 따른 영 향과 가역성 등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실험결과로부터 아세토 

니트릴용매 중에서 PAR의 환원은 1전자 2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olarographic behavior of 4- (2-pyridylazo)-resorcinol (PAR) in acetonitrile 
solution was studi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type of reduction current at every reduction step, 
dependence of limiting current on the height of mercury head, solution temperature, and 
concentration of PAR have been examined. The results were shown that the reduction current 
was controlled by diffusion. And the effect of proton donor such as water and phenol on DC 
polarograms of PAR and the reversibility of every reduction wave have been evaluated.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polarographic reduction of PAR in acetonitrile soulution occurred 
in two one-electron steps.

1•緖 論

從來의 폴라로그래피는 물에 녹는 물질만을 

측정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었으나, 1950년 

대부터 電氣化學的 溶媒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有機溶媒와 支持電解質이 開發되 어 有機物 

質의 폴라로그래프法的 硏究가 활발히 進行되어 

왔다. 이들 유기폴라로그래피의 硏究 중에서 유 

기 킬레이트시약의 폴라로그래피적 성질과 이 

시약과 금속이 이루는 錯物의 폴라로그래피적 

性質을 調査하여 금속의 微量分析에 利用한 硏 

究를 많이 수행하고 있다% 곧 유기 킬레이트시 

약의 프라로그래 프법 적 硏究는 Willard 와 Dean? 
이 최 초로 발표한 이 래 , Kapel 등3은 alizarin, 
Fujinaga 등4은 oxine, Kambara 등'은 dithizone, 
Khan 등&은 serine 과 threonine, 그리 고 azo 系 

유기 킬 레 이 드시 약으로는 Malik 등7이 eriochrome 
black T (BT), 吉田8는 neo-thorin, 田中 등'은 

1-(2-pyridylaz。)-2-naphthol 에 대 흐］■여 硏究 • 

發表하였다.

이 상의 유기킬레 이 트시 약에 대 한 폴라로그래 

프법적 硏究는 모두 수용액, 알코올용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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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一알코올 混合溶媒 등의 陽性子性 용매 중에 

서 수행하였다.

본 硏究에 서 는 azo 系 유기 킬 레 이 트시 약으로 

서 金屬과 잘 結合하여 吸光係數가 매우 크고, 

水溶性 錯物을 만들므로 高感度의 吸光分析用 

시 약으로 널 리 사용되 고 있는 4-(2-pyridylazo)- 

resorcinol (PAR) 项 U 의 폴라로그래프법적 性質 

을 反陽性子性 溶媒인 acetonitrile (AN) 중에 서 

調査하여 이 시약의 폴라로그래프법적 還元反應 

메카니즘을 究明하고자 한다.

2.實 驗

試藥. 本 實驗에 서 溶媒로 使用한 AN 은 取扱 

하기 便利한 溶液範圍 (mp 45.7°C, bp 81.6°C) 

를 가지며, 誘電常數도 비교적 크므로 (38.8) 
支持電解質로 使用하는 四級암모늄염을 녹이기 

쉽고, 粘性度도 비교적 작다. 특히 AN은 donor 

number 가 물보다 작으므로 0)踞% 14.1) 물보다 

약한 염기로 作用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陽이은은 물에서보다 용매화에너지가 작게 된 

다. 한편 AN 은 물보다 약한 酸이 기 도 하므로 

수용액 중에 서 는 불안정 하던 radical 이 AN 용 

매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해지므로 radical ion 
의 생성이나 그 성질의 硏究에 매우 유용한 溶 

媒가 된다.

溶媒로 쓴 AN 의 精製 및 保管方法은 Coetzee 
의 方法12에 따랐다. 精製한 AN 중에 포함되 어 

있는 水分의 量을 Karl Fischer 法으로 측정 한 

結果 0.03% 이하였다.

支持電解質로는 tetraethylammonium per- 
chlorate(TEAP) 를 썼다. TEAP 의 合成 및 精 

製는 Kolthoff 등의 方法13에 따랐다.

反應物質로 쓴 PAR은 Dotite(日本)의 特級試 

藥을 精製한 methyl alcohol 중에 서 3 回 재결정 

한 후, vacuum oven 에 넣 어 50°C 에 서 충분히 

건조시 켜 使用하였다. 이 렇게 精製한 PAR 은 녹 

는점 의 측정 , 元素分析 및 IR spectrum 을 조사 

하여 文獻値 및 理論値와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그 외의 모든 시약은 特級品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使用하였다.

裝置. Polarograph 는 Metrohm, E 506 Type,

Polarecord 를 使用하였다. 使用한 滴下水銀電極 

의 毛細管特性은 電位 一0.5 volt w. SCE 와 水 

銀柱높이 59.0 cm 에서 10~2M TEAP 의 AN 용 

액 중에서 水銀流出速度巾=2.19mg/sec, 水銀滴 

下時間 "=3.2 sec 였다. 폴라로그램 측정용電解 

容器는 Fig. 1 과 같은 cylinder 型을 使用하였고, 

폴라로그래프의 電極構成은 三電極方式을 利用 

하여 ohmic iR drop 을 自 動補償하였 디-. 對照 

電極으로는 螺線型의 白金線電極을 썼으며, 基 

準電極으로는 염다리를 연결한 포화칼로멜전 

극M을 使用하였다. 시 료용액 중에 녹아 있는 산 

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쓴 窒素의 정제는 高純度 

의 市販 질소를 ammonium metavanadate 와 아 

연-아말감의 염산용액으로 구성된 還元器, 진 

한 황산, 실리카겔, 오산화인, 실리카겔충의 순 

서 로 통과시켜 殘留하고 있는 酸素와 수분을 제 

거한 다음, 시료용매인 AN 용매층을 다시 통과 

시켜 질소기체가 미리 시료용매에 포화되게 하

mercury electrode, (3) auxiliary electrode (helix type 
Pt), (4) salt bridge, (5) sample soultion, (6) sintered 
glass disc, (7) water jacket.

♦Composition of salt bridge; (a) sat. KC1 aqueous 
solution, (b) sat. KC1+3% agar-agar, (c) 1.0 M 
TEAP 50% AN-water solution, (d) 1.0 M TEAP 50 
% AN-water solution+3% agar-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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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使用하였다. 電解溶液의 온도조절에는 Brin
kman, B-2 Lauda Type, Constant Temperature 

Bath 를 사용하였고, （PAR）의 確認에 는 JASCO, 
Model IRA-1, Grating Infrared Spectrophoto- 
meter 와 Hewlett Packard, 18513 Type, CHN 
Analyzer 를 使用하였다.

3. 結果 및 考察

직류 및 교류폴라로그램. AN 溶媒 중에서 

PRA 의 직 류 및 교류폴라로그램 을 0〜一2. Ovolts 

■us. S.E.C 의 加電壓範圍에서 측정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支持電解質로는 TEAP 를 썼 

으며, 그림 에 서 G. 0 는 galvanic current 가 zero 
인 점을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PAR은 AN 용매 중에서 두 개의 양호 

한 還元波를 나타낸다. PAR 의 폴라로그램으로 

부터 각 단계의 환원파의 半波電位（旦/2）, 피이 

크전위（舟）, 擴散電流値（Q） 및 피이크전류값 

（乌）을 구하여 T泌"1 에 나타내었다.

곧 Fig. 1의 실험결과로부터 PAR 은 反陽性 

子性 溶媒인 AN 중에서는 두 단계의 還元過程.

Fig. 2. DC (b) and AC (a) polarograms of 5X 10*5 
M PAR in 5 mM TEAP-AN solution at 25°C. Curve 
C is residual DC polarogram of TEAP solution only.

을 거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結果는 Florence 
등*이 50%-에 탄올수용액 중에서 PAR 이 2電 

子 1段階의 환원과정 을 거 쳐 hydrazo 化合物이 

된다고 보고한 硏究結果와는 다르다.

陽性子性 溶媒인 물, 알코올 또는 물一알코올 

혼합용액 에 서 일련의 az。系 化合物의 폴라로그 

래프법적 還元에 對한 硏究를 수행한 여러 硏究 

者들의 硏究結果를 보면 I% azo 계 化合物은 2電 

子 1 段階의 환원과정을 거쳐 각 化合物은 hy
drazo 化合物이 되거나, 4 電子 1 段階의 환원반 

응을 거쳐 amine 化合物이 된다고 報告하고 있 

다. 또 위와 같은 두과정 중에서 어떤 과정으로 

환원반응이 일어날 것인가는 反應中間生成物인 

hydrazo 化合物의 安定性 如何에 달려 있 다고 하 

였다. 곧 hydrazo 化合物이 安定하면 2 電子 1 
段階의 還元反應이 일어 나고, 만일 hydrazo 化 

合物이 不安定하면 4電子 1段階의 환원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였다直.

이상의 여러 硏究者들의 實驗結果를 보면, 陽 

性子性 溶媒 중에 서 azo 系 化合物의 환원 과정 은 

한 단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實驗의 結 

果는 PAR이 두 단계의 환원반응을 함을 나타내 

고 있다. 곧 反陽性子性 溶媒인 AN 에 서 PAR 
의 환원과정이 細分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實驗結果는 azo 系 化合物의 還元中間生成物로 

推測되 는 anion radical 이 陽性子性 溶媒에 서 와 

는 달리 AN 용매 중에 서 는 안정 해 지 기 때 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이 結果는 대부분의 有機化合物 

（R） 이 수용액 중에 서 는 式⑴과 같이 2電子 

（또는 그 倍數） 1 段階의 還元反應을 흐卜나, di
methylformamide, dimethylsulfoxide 및 aceto- 
nitrile 과 같은 反陽性子性 溶媒에 서 는 式 （2）,

Table 1. DC and AC Polarographic data of PAR 
in AN soln.

Parameters First wave Second wave

Em 一 0.54 V -0.99 V
&QA) 0.336 0.246
& -0.62 V -1.01V
Ipg 6.4 4.2

5X10~5M PAR in 5 mA/ TEAP-AN solution at 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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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⑶과 같이 1電子 2段階의 환원반응을 한다 

는 一般的인 結果와도 符合된다鶴.

R + 2 H+ + 2 e RH2 
R + e R= 
R= + e RJ
R2- +2HX 一＞ RH2 + 2X-

（HX： 용매 ）

還元電流의 類型. PAR 의 환원파로부터 각 

환원단계의 환원전류가 어떤 類型의 電流인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수은통의 높이以）를 바꾸어 가면서 각 

환원파의 限界電流0）를 측정하고, 이 한계전류 

의 값이 수은통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가를 조사하여 7澎"2 에 나타내 었다. Table 2 
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은통의 높이가 

44.0〜59.0 cm 인 범위에서 한계전류가 수은통 

높이의 평방근에 비례하므로 이 두 단계의 환원 

파는 모두 擴散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限界電流의 溫度係數를 측정하여 환원전류 

의 유형을 검토하였다. 곧 실험온도를 25.0〜 
45. 0°C 범위에서 변화시켜 가면서 한계전류의 
변화값을 구하여 溫度係數（§• 으;）를 계산한 값 

은 T沥"3 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還元電流 

가 擴散支配的일 때 온도계수의 값은 1-3-1.6 
%이며, 反應電流일 때는 5.0〜20.0% 이다I% 

PAR 의 제1파와 제2 파의 온도계수가 모두 

1.6% 이 하이 므로 각 환원파는 모두 擴散에 의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환원전류의 유형을 조사하는 다른 방법으로서 

반응물질 인 PAR 의 농도변화에 따른 限界電流値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L and mercury head 
0） of PAR.

五(cm)
/rf/A1/2 value

First wave Second wave

44.0 0.046 0. 027
49.0 0.047 0.028
54.0 0.048 0- 028
59.0 0.047 0- 028

의 변화를 검 토하는 것 이 다. F，g. 3에 PAR 의 

檢定曲線을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실험 

농도범 위 （1.0 X10-5〜5.0 X10-5肱） 에 서 한계 전 

류가 반응물질의 농도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還元電流가 반응물질의 농도에 비례하면, 이들 

환원전류는 擴散電流이거나 反應性電流 중의 어 

느 하나이다.

이상의 실험결과로부터 AN 용매 중에서 PAR 
의 폴라로그래 프적 환원전류의 유형 을 Zuman 의 

方法19에 依하여 검 토해 보면, 제 1 파와 제 2 파의 

限界電流가 모두 수은통 높이의 평방근에 비례 

하고, 溫度係數의 값이 1.6% 이하이며, 限界電 

流가 PAR 의 농도에 비 례하는 것으로 보아 PAR 
의 제 1 파와 제 2 파는 모두 擴散支配的인 환원 

파임을 알 수 있다.

還元波의 可逆性. PAR 의 환원파의 可逆性을 

調査하기 위하여 加電壓에 따른 환원전류값을

Table 3. Temperature coefficients of PAR.

土*100（%）

First wave Second wave

1.11% 1.60%

Temperature range： 25~45°C.

<
'o

5.0

1.0 3.0 5.0(10%)

concn, of PAR

Fig. 3. Relationship between Id and PAR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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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여 加電壓 (E) 과 log(虫丄) 사이 의 관계 를 

plot 하여 F，g. 4a 와 F/g. 4b 에 나타내 었다. 제

1 파와 제 2 파의 log plot 는 모두 직 선관계 가 잘 

성립하였으며, 각 그래프의 기울기는 제 1파가 

94 mV 이 고, 제 2 파는 125 mV 였다. 일반적 으로 

物質이 可逆的으로 一電子 환원반응을 할 때, 

log polt 의 이 상적 인 기 울기 값은 25° C 에 서 60 

mV 이 다. 이 값을 기 준으로 하여 비 교해 보면 ,

E, volt vs. S.C.E.

Fig. 4. Log plots of PAR in AN solution.

PAR 의 제 1 파와 제 2 파의 환원과정은 모두 可 

逆性이 상당히 나쁜 1電子反應임을 알 수 있다.

또 Senda 등的의 方法에 따라 각 환원단계의 

匕/(万”1/2.力)의 값을 구하여 가역성을 검토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수용액 중에서 매우 가역성 

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Cd(IIiO) 의 환원 

과정 에서는 A/0rQ/2•/ 값이 1()1이며, 가역성 

이 중간 정도인 Zn(U。은 28, 非可逆的 還元 

反應을 하는 NiCII-O) 은 3.6으로 보고하고 있 

다.幻 한편 AN 용매 중에서 Kolthoffa 에 의하 

면 가역 성 이 좋은 것으로 밝혀 진 Cu(ItO) 의 IP! 
{Id-T1/2-n) 값은 5L 4이 고, 가역 성 이 나쁜 것으 

로 알려 진 Cd(IlTl)의 값은 6.2였다22. 본 실 

험에서 구한 AN 용매 중에서 PAR의 IpKId- 

A"』)의 값은 제 1 파가 9. 5이 며 , 제 2 파는 8. 5 

이었다.

이상의 두 가지 실험결과로부터 AN 용매 중 

에서 PAR 의 두 단계의 환원반응은 모두 非可 

逆的임을 알 수 있다.

일 반적 으로 수용액 중에 서 2電子 1段階의 

환원반응〔式 (1)〕을 하는 대부분의 유기화합물 

이 AN 과 같은 反陽性子性 溶媒에 서 는 1電子 

2段階의 환원반응〔式(2), (3)〕으로 細分되 며 , 

이 때 각 단계의 환원반응의 可逆性에 대한 조 

사를 한 여러 연구자들의 결과23를 보면, anion 
radical 이 생기는 제 1 단계는 可逆性이 좋고 擴 

散支配的인 환원반응을 하며, 2價의 陰이온 

(R")이 생기는 제2단계의 환원반응은 後續되 

는 化學反應〔式(4)〕에 의하여 가역성이 나빠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PAR 의 환원반응에서 

제 1단계의 가역성이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다른 것은 본 실험에서 쓴 AN용매에는 적은 양 

이기는 하나 水分이 소량 포함되어 있고, 또 실 

험진행 동안 水分이 흡입되고 있으므로 이 水分 

이 式(5)와 같이 제 1 단계의 환원생성물인 anion 
radical 과 반응하는 소위 陽性子添加反應이 일 

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R- + HQ = RH • + OH- (5)

水分添加의 影響. AN 용매 중에서 PAR 의 

폴라로그램이 물을 添加할 때 그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조사하였다. 곧 5X10"5M PAR 과 

5X10-3M TEAP-t- 포함하고 있는 AN 용액 5ml 
를 폴라로그래프용 電解容器에 넣고, 여기에 증 

류수를 소량씩 첨가하면서 폴라로그램을 측정하 

여 Fig. 5에 나타내 었다. 水分의 添加量이 增加 

함에 따라 환원파의 半波電位가 陽電位 쪽으로 

移動하였고 또 제 2 파의 波高가 감소하였으며 , 

그 減少値만큼 제 1 파의 波高가 증가하여 마침 

내 두 개의 환원파가 하나로 합쳐짐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는 제 1 단계의 還元生成物 

로 推測되 는 anion radical 이 비 교적 安定함을 

나타낸다.

反陽性子性 溶媒 중에서 有機化合物이 환원될 

때, 陽性子주게를 添加함에 따른 還元波의 변화 

모양으로부터 還元反應 mechanism 을 검 토한 여 

러 연구자들의 연구보고24에 의하면 Fig. 5 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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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 of DC polarograms of 5X
PAR in 5 mM TEAP-AN solution by adding phenol. 
Added phenol contents： (a) 0, (b) 0.009, (c) 0.026, 
(d) 0- 45 M. Volume of initial AN solution; 5- 0 mZ, 
start potential; — 0. 2volt. Arabic figures are the half 
wave potential of each reduction step.

Fig. 5- Change of DC polarograms of 5X10"5A/ PAR 
in 5mA夂 TEAP-AN solution by adding water, Added 
water contents： (a) 0, (b) 0-1, (c) 0- 3, (d) 2.5 
(mZ). Volume of initial AN solution; 5.0 mZ, start 
potenial; —0- 2 volt. Arabic figures are the half wave 
potential of each reduction step.

은 실험겉과는 제 1 단계 의 환원생 성 물인 anion 
radical o] 添加된 양성 자주게 (瓦0) 와 반응하여 

RH•(式(5))이 되고, 이렇게 생성된 RH•은 반 

응물질인 R보다 더 싑게 환원되므로 보다 陽電 

位 쪽에서 式⑹과 같이 환원되며, 다시 式⑺ 

과 같은 化學反應읕 거쳐 最終生成物이 되어 겉 

보기에는 2電子 1 段階의 환원과정을거치는것 

처럼 보인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RH•十 e = RH- (6)
RH~ + H2O —> RH2 + OH" (7)

Phenol 添加의 影響. 陽性子주게로서 물보다 

세기가 큰 페놀을 첨가할 때 페놀의 添加量에 따 

른 PAR 의 환원파가 변화되는 모양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水分을 첨 가했을 때 와 마찬가지 로 제 2파의 파 

고는 감소하고, 그 減少値만큼 제 1 파의 파고가 

증가하여 마침내는 제 1파보다 陽電位쪽에 1 段 

階의 환원파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陽性子주게의 세기가 서로 다른 물 

과 페놀을 添加했을 때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PAR의 還元中間生成物인 anion radical의 

Lewis 염기로서의 세기가 매우 크지 않기 때문 

이 다. 換言하면 PAR 의 anion radical 이 AN 용 

매 중에 서 비 교적 안정 함을 의 미 한다. 물론 PAR 
의 anion radical 이 매 우 안정 하다면 式 (5) 와 

같이 陽性子添加反應을 완전히 排除할 수 있으 

나, 제 1파의 可逆性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 

로 보아 제 2단계의 환원반응과 양성자첨가반응 

이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推測된다.

4.結 論

이상의 實驗結果로부터 AN 溶媒 中에서 PAR 
의 還元反應은 1 電子 2 段階의 還元過程을 거 

쳐 hydrazo 化合物이 되며 , 各 段階의 還元電流 

는 擴散支配的이었다. 그리 고 各 還元反應은 可 

逆性이 좋지 않았으며, 제 1段階의 還元生成物 

인 anion radical 은 AN 溶媒中에 서 비 교적 安定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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