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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야 비양성자성용매인 아세토니트릴 중에서 Copper-l-(2-thiazolylazo)-2-naphthol(이하 Cu(II)-TNA 
으로 줄임) 착물의 전기화학적 성질을 조사하였다• 착물의 직류폴라로그램으로부터 환원전류의 유형과 가역성 

및 양성자 주게인 물의 첨가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환원반응에 관여한 전자수는 일정전위 전 

기부해법으로 구하였다. 또 일정전위 전기분해한 전해생성물의 UV-Vis Spectrum 으로부터 전해 생성물을 

확;1하였;.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Cu(II)-TAN 착물은 3단계의 환원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아민화합물이 됨을 알았다• 이 때 1단계 환원과정에서는 anion radical이 생성되는 과정이고, 

2단계 환원과정에서는 dianion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또 1단계와 2단계의 환원과정은 모두 가역성이 좋은 

편이었으나 3단계 환원과정은 가역성이 매우 나쁜 편이었다. 또한 각 단계의 환원전류는 확산지배적이었다•

ABSTRACT. The electrochemical behaviors of copper-l-(2-thiazolylazo)-2-naphthol [Cu(II)-TAN] com
plex in acetonitrile (AN) solution have been investigated by the use of polarography,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y and UV-Vis spectroscopy. Cu(II)-TAN complex exhibit three reduction waves at -0.91V, 
-134V and -1.65V vs. S.C.E. in acetonitrile solution containing 5.0X10^M tetraethylammonium per
chlorate. Every reduction wave is diffusion controlled. The frist reduction wave is considerably reversible 
and this process is attributed to the formation of anion radical. The second reduction process to the 
dianion is followed by a chemical reaction producing a complex of hydrazo complex. The third reduction 

process produce Cu (Hg) amalgam and amine compound. .

서 론

유기킬레이트 시약인 아조화합물에 대한 전기화 

학적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발표되었다'~q 
그리고 아조화합물의 전기화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미량금속을 정량한 연구도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 

나 아조계화합물의 금속착물에 대한 전기화학적 반 

응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수행된 연구도 대부 

분이 수용액이나 알코올 용액 또는 물-알코올 혼합 

용매 등의 양성자성용매 중에서 수행되었다9. 본 

연구실에서는 양성자성용매가 아닌 비양성자성용매 

중에서 이들 유기킬레이트 시약, 특히 아조화합물의 

전기화학적 거동을 조사하고 있다. 곧 본인 등은 

아조기의 치환체가 달라짐에 따라 아조화합물의 전 

기화학적 환원 메카니즘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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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로그래프적 방법으로 연구해 왔다본 논문 

에서는 아세토니트릴용매 중에서 Cu(II)-TAN 착물 

의 전기화학적 성질을 직류폴라로그래프법으로 조 

사하고 정전위전해법으로 반응에 관여한 전자수를 

구하였다. 또 전해생성물을 UV-Vis spectrum으로 

확인하여 Cu(II)-TAN 착물의 환원 메카니즘을 규 

명하고자 한다.

실 험

시약. 용매인 아세토니트릴과 지지전해질로 쓴 

tetraethylammonium perchlorate (TEAP) S] 합성 

및 정제방법은 Coetzee15 방법에 따랐다. 반응물질로 

쓴 TAN은 Fluka Co.로부터 구한 특급시약을 그대로 

섰고 Cu(II)는 과염소산염을 이용하였으며, Cu(II)- 

TAN 착물은 Kurahashi16 방법에 따라 합성하고 

확인하였다.

장치. 폴라로그램의 측정에는 Yanaco P8-D type 

polarograph# 썼다. 적하수은전극의 모세관 특성은 

가전압 0 volt vs. S.C.E.와 수은주 높이, 165cm에서 

5.0X10 3 Af TEAP만 들어 있는 acetonitrile 용액 

중에서 수은 유출속도, m = 1.6mg/sec이고 수은방 

울수명 t = 4.37sec 이었다. 폴라로그램 측정용기와 

3전극의 구성은 전보1。와 같다. 또 일정전위 전기분 

해시 작업전극으로는 Hg-pool을 이용하였으며, 기 

준전극으로는 S.C.E를 이용하였으며, 보조전극으로 

는 백금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정전위 전기분 

해장치로는 Yanaco P8-D type polarograph를 썼으 

며 UV-Vis spectrum의 측정에는 Simadzu UV-210A 

Double Beam Spectrophotometer를 썼다. 폴라로 

그램을 측정하기 전에 잘 정제된 질소로 용액을 

탈산소화시켰으며 측정 도중에도 질소를 용액 위로 

계속 통과시켰다.

결과 및 고찰

직류 폴라로그램 AN용매 중에서 Cu(II)-TAN 
착물의 폴라로그램을 0〜一2.0 volts vs. S.C.E.의 

가전위범위에서 측정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지 

지전해질로서는 사급암모늄염인 TEAP를 썼으며, G. 

。로 나타낸 선은 galvanic current가 zero 인 점을 

나타낸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Fig- 1- The DC polarograms of 5.0X10^5M Cu(II)- 
TAN complex (II) and residual current (I) in 5.0 X10-1 
M TEAP-AN solution at 25°C.

Cu(II)-TAN 착물은 AN용매 중에서 3개의 양호한 

환원파를 나타내었다. 곧 Cu(II)-TAN은 비양성자 

성용매인 AN용매 중에서 3단계의 환원과정을 거침 

을 알 수 있다. 아조화합물의 환원반응 메카니즘은 

용매의 종류, 용액의 액성 및 치환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 이것은 AN과 

같은 비양성자성용매 중에서 anion radical이 안정 

해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구보고된 양성자성용 

매 중에서 아조화합물의 착물의 환원 메카니즘은 

중간 단계인 anion radical 생성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hydrazo 화합물의 착물이 되든지, 또는 환원이 

더욱 진행되어 유리금속과 아민화합물로 된다고 보 

고하고 있다9.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양성자성용 

매의 경우보다 한 단계 환원과정을 더 거치는 것으로 

보아 AN용매 중에서는 중간 단계 인 anion radical이 

비교적 안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Fig. 1의 

폴라로그램으로부터 Cu(II)-TAN의 각 환원파의 반 

파전위(&/2)와 확산전류0)의 값을 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환원전류의 유형. Cu(II)-TAN 착물의 폴라로그 

램으로부터 각 환원파의 환원전류가 어떤 유형인가 

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은통 높이의 평방근(/尹2)과 

환원전류의 비 례성, 환원전류에 대 한 온도계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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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C polarographic half wave potentioals (E1/2) 
and diffusion currents (祐)of 5.0X 10-5M Cu(II)-TAN 
complex in acetonitrile solution at 2SC

Reduction step
Ei/2

(volts vs. S.C.E.) M (卩A)

1st wave -0.91 0.26
2nd — 1.34 0.39
3rd -1.65 0.54

Table 2. The temperature coefficients of DC polaro
graphic currents of 5.0X10"5M Cu(II)-TAN complex 
in acetonitrile solution

Reduction step
Temp, coeff.

(1/iXdi/dt) (%)
Temp, range (t：)

1st wave 1.7
2nd 2.1 10-25
3rd 2.3

Cu(II)-TAN 착물의 농도와 환원전류의 비례성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각각 Table 2오卜 3 및 F汉2에 

나타내었다. 이 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각 환원파의 

전류가 力/에 비례하고 온도계수의 값이 2.0% 근 

처이며, 또 측정 농도범위(4.0><10「叮诺~7.0><10-5 

M)에서 환원전류가 Cu(II)-TAN 착물의 농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보아 세 개의 환원파 모두가 확 

산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2'⑵.
일정전위 전기분해. 각 환원단계에 관여하는 전 

자수를 구하기 위하여 C냐(ID-TAN 착물의 AN 용 

액을 다음과 같이 일정전위 전기분해 하였다. 곧 

일정한 농도의 Cu(II)-TAN 착물을 포함하는 AN 
용액을 전해용기에 넣고 미리 AN용매를 포화시킨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일정전위에서 전기분해 하였 

다. 전기분해 전위는 각 환원파가 plateau# 나타 

내는 전위로 하였다. 곧 제 1파와 제 2파 그리고 제 3 

파가 plateau를 나타내는 전위인 一 1.2 volt, -1.5 
volt와 -L8volt에서 일정 시간 동안 전기분해 한다 

이 때 전기분해하기 전과 후의 파고를 측정하여 이 

값(祐)을 다음 식에 적용하여 각 환원반응에 관여 

하는 전자수를 구하였다

여기서 M은 반응물질의 분자량(g), F는 Faraday

Table 3. DC polarographic id/h}/2(nA/cm1/2) values of 
5.0X10"肱 Cu(II)-TAN complex in acetonitrile solu
tion 간 25t

h (cm)
id/hm (pA/cm1/2)

1st wave 2nd wave 3rd wave

65 0.032 0.045 0.067
60 0.031 0.041 0.069
55 0,031 0.044 0.069
50 0.030 0.045 0.067

h\ the height of mercury head.

(祐)and concentration of Cu(II)-TAN complex.

상수3,,와 i,는 전기분해 하기 전후의 확산전류값(A), 
V는 전해액량(L), C는 반응물질의 초기농도(g/L) 
이다. 이 때 같은 실험조건에서 지지전해 질만 포함된 

용액을 같은 전위에서 같은 시간 동안 전기분해한 

다음 바탕전류값을 구하여 전류값을 보정하였다• 이 

실험결과, Cu(II)-TAN 착물의 환원반응에 있어서 

제 1단계와 제 2단계에 관여하는 전자수는 각각 1개 

이었고, 제 3단계에 관여하는 전자수는 4개이었다.

환원파의 가역성. AN 중에서 착물의 각 환원파 

의 가역성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곧 각 환원 

파의 반파전위 주위의 가전압(E) 변화에 따른 환 

원전류값。)을 구하고 또 각 환원파의 확산전류(祐) 

값을 이용하여, 가전압E)과 log(W)〃를 plot 한匸卜 

이 plot에서 기울기값을 구하였던 바, 각각 75, 86, 
57 mV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의 실험에서 

구한 1단계나 2단계에서 Cu(II)-TAN 착물의 환원이 

anion radical과 dianion이 생성되는 1전자 환원과 

정임을 전제할 때, 가역성이 비교적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단계의 경우, 4전자 환원과정임을 

고려할 때, 환원파의 가역성은 매우 나쁜 편이다•

물 첨가에 따른 환원파의 변화• 비양성자성용매 

중에서 양성자 주게 인 물을 첨가했을 때 Cu(II)- 
tan 착물의 각 환원파가 변하는 모양을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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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hange of DC polarograms of 5.0 X IO-5 
M Cu(II)-TAN complex in 5.0X10"3Af TEAP-AN so
lution by adding water.
Water contents: 1=0, 11=0.1, 111=1.0 (m/) initial AN 
solution volume: 5 ml. Arabic figures are initial poten
tial.

Cu(II)-TAN 착물의 환원반응 과정에 anion radi- 

cal이 존재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곧 5.0 
X10「5m의 Cu(II)-TAN 착물이 포함된 5m/의 AN 
용액을 폴라로그램용 전해용기에 넣고 여기에 증류 

수를 소량씩 첨가하면서 측정한 폴라로그램의 변화 

를 F£g.3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증류수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3개의 

환원파의 반파전위가 보다 양전위쪽으로 이동하며 

제 2파의 파고가 감소하고 그 감소량만큼 제 1파의 

파고가 증가함을 알 수 있고, 결국 1파나 2파는 합 

쳐진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는 여러 연구자22.23 들의 

결과와도 잘 일치하며 이것은 제 1단계의 환원 생 

성물이 anion radical이라는 증거가 된다.

환원생성물의 UV-Vis Spectrum. 위에서 제안한 

환원반응메카니즘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농도의 

Cu(II)-TAN 착물 용액 10m/를 전해용기에 넣고 

3번째 환원파의 plateau 전위인 一 1.8volt에서 전 

기분해 하였다. 이 때 사용한 전해용기는 대형(50 
m/)의 실린더형 용기를 만들어 썼다. 작업전극으로 

는 Hg-pool을 사용하였으며, 기준전극으로는 S.C.E 
를 썼고 보조전극으로는 백금선을 썼다. 이 때 생 

성된 전해생성물의 UV-Vis spectrum과 생성물로 

예측되는 thiazolylamine과 naphtholamine의 UV- 
Vis spectrum을 Fzg. 4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I)은 전기분해하기 전의 Cu(II)-TAN 착물의 UV- 

Vis spectrum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350 nm<M|

wove lenythf nm)
Fig. 4. UV-Vis spectra of 5.0X10 5A/ Cu(II)-TAN 
complex in TEAP-AN solution before(I) and after(IV) 
controlled potential electrolysis at -1.8 volt vs. Hg- 
pool, (II): l-amono-2-naphthol, (III): 2-amino-thiazole.

서의 약한 흡수피이크는 -N = N-의 «-n* 전이에 

해당하며, 225 nm와 272 nm에서의 홉수피이크는 

naphthol의 n —n*, m —n* 전이에 해당한다*. (II)는 

생성물로 예측되는 l-amino-2-naphthol의 UV-Vis 

spectrum 이며 225 nm와 250nm에서 naphthol의 

흡수피이크가 나타난다. 그리고 (III)은 2-amino- 

thiazole의 UV-Vis spectrum으로서 258nm 에서 흡 

수피이크가 있다幽.(IV)는 Cu(II)-TAN 착물을 전 

기분해한 후의 UV-Vis spectrum 이다. 이들 spect- 

rum을 비교하여 보면, 전해환원이 진행됨에 따라 

350nm에서 나타나던 -N=N-기의 흡수피이크가 없 

어지고 250nm와 258nm에서 새로운 홉수피이크가 

나타났다. 이는 착물의 환원이 아조기에서 일어나는 

것의 증거이며, 또 새로이 생성된 250nm 및 258 

nm의 흡수피이 크는 최종생성물로 예상되는 thiazo
lyl amine과 naphthol amine의 흡수피이크와 동일 

하다. 따라서 비양성자성용매 인 AN 중에서 Cu(II)- 
TAN 착물은 thiazolyl amine과 naphthol amine까지 

환원됨을 알 수 있다.

결 론

이상의 실험결과로부터 비양성자성용매인 AN 중 

에서 Cu(II)-TAN 착물의 환원반응 메카니즘은 중 

간단계인 anion radical을 거쳐 amine 화합물이 된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반응을 후속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Copper-l-(2-Thiazolylazo)-2-naphthol 착물의 전기화학적 거동 409

반응까지 고려한다면 Cu(II)-TAN 착물의 반응 메 

카니즘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如k * 2HN-i

L 디'。・

2nd step ( 】 ) 十 으 二 =

2-

(11)

厂"以
(in 우 抑 二 V이3富

eno

3rd step ( HI) + 4e+3H*CiXHg)+

그리고 Cu(II)-TAN 착물의 각 단계의 환원전류는 

확산지배적이었고, 1단계와 2단계의 각 환원파의 

가역성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으나 3단계의 환원과 

정은 매우 나쁜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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