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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Tert-butylbenzothiazole-2-sulfenamide(TBBS ； 가황촉진제)의 전기화학적 환원을 직류와 시 

차펄스 폴라로그래피, 순환 전압전류법, 조절전위 전기량법으로 연구하였다. TBBS의 전극환원과정은 단일 

환원파(一2.31 volts vs. Ag/0.1M AgNQ)에서 비가역으로 4전자가 이동하는 E-C-E-C 반응기구로 진행되 

었다. 조절전위 전기분해 결과 sulfenamide(-S-N =) 결합이 끊어지고 mercaptobenzothiazole(MBT)^4 유 

리된 황 그리고 benzothiazole disulfide(MBT dimer) 등이 생성물로 얻어졌다. 생성물의 분석결과와 pH 
변화에 따른 폴라로그램의 해석을 바탕으로 전기화학적 반응기구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electrochemical reduction of N-tert-butylbenzothiazole-2-sulfenamide (TBBS; vulca
nization accelerator) was investigated by direct current, differential pulse polarography, cyclic v이tammetry 
and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y. The electrode reduction of TBBS proceeded E-C-E-C reaction me
chanism by four electrons transfer at irreversible one wave ( — 2.31 volts vs. Ag/0.1 M AgNO3 in AN). 
As the results of controlled potential electrolysis, mercaptobenzothiazole (MBT), benzothiazole disulfide 
(MBT dimer) and extricated sulfur were products which followed by cleavage of the sulfenamide (-S- 
N = ) bond. Upon the basis of products analysis and polarogram interpretation with pH variable, electro
chemical reaction mechanism was suggested.

서 론

천연고무 단위체에 황을 가하여 경화시키는 가황 

반응이 Hayward와 Goodyear에 의하여 처음으로 

연구되었으며1 Hoffman과 Gottlob은 고무의 반응속 

도 촉진제로서 염기성 유기 및 무기 화합물을 특허 

출원하였다% 이에 따라 염기성 가황반응 촉진제로 

aryl guanidine계 인 diphenyl guanidine과 thiuram- 
sulfenamide 계인 dithiocarbamate 등이 개발되었으 

며3 점차 가황반응속도만의 연구에서 벗어나 속도를 

낮추면서 고무의 안정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34년 Zaucker와 Bogmen 이 mercaptobenzo- 
thiazol에 amine을 반응시켜 -S-N= (sulfenamide) 

-673-



674 金海珍•鄭根鎬•崔圭源•金日光•林善英

결합을 갖는 새로운 촉진제를 발견하였다4. 이러한 

-S-N= 결합을 갖는 물질로 반응시킨 타이어 고무의 

경우 부식방지 및 접착내구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Shelton과 Morita 등은 가황 촉진제 이 

외의 다른 약품을 추가로 사용하여 가황반응속도를 

지연시키면 약간의 접착력은 증가하나, -S-N= 결 

합을 갖는 촉진제보다 좋지 않다고 보고하였다%6. 
그러나 이들의 가황반응 촉진에 대한 반응과정이나 

최적조건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고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황반응 촉진에 대한 기초연구는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S-N= 결합을 갖는 유기 가황촉 

진제 중 N-tert-butylbenzothiazole-2-sulfenamide를 

택하여 직류와, 시차펄스 폴라로그래피 및 순환전 

압전류법으로 전극반응의 전류유형과 가역성 여부를 

조사하고 pH 영향을 고찰한 후, 조절 전위 전기량 

법으로 얻어진 생성물을 분석하여 전극에서 일어나 

는 반응과정을 설명하였다.

실 험

A| 약. N-Tert-butylbenzothiazole-2-sulfenamide 
(이하 TBBS)는 금호타이어에서 제공된 Monsanto 

Chemicals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지지전 

해질은 tetrabutyl-ammonium perchlorate(TBAP) 
TCI 특급 시약을, 용매는 acetonitrile(AN) Aldrich 

HPLC급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수분 함유량은 Po- 
rapak Q관을 사용한 GC에서 0.04% 이하로 확인되 

었다. pH 조절용 시약은 perchloric acid(60% HC1O4 

in HQ 와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20% 
TMAOH in H2O) BDH 특급시약을 사용하였고 

작업전극과 전기분해용 mercury는 Aldrich제 특급 

(99.995%)을 사용하였다.

기기 및 장치. EG&G PARC model 303A 
SMDE( static mercury drop electrode ； ohmic drop 
보상을 위한 3전극형)를 polarographic analyzer 
(PARC model 174A)에 연결시키고 X-Y recoder 

(PARC model RE-0074)를 사용하여 직류 및 시차 

펄스 폴라로그램을 기록하였다. Universal program
mer (PARC model 175) 를 이용하여 cyclic voltam- 

mogram을 얻었으며, pH meter(Orion Research 
digital pH/mV meter 611) 오｝ double junction com

bination electrode를 사용하여 pH를 측정하였다’. 

Potentiostat/galvanostat (PARC model 173) 와 digi
tal colulometer(PARC model 179)를 사용하여 조절 

전위 전기량법으로 전기분해 하였으며 환원 생성물 

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 (Hewlett Packard 5890)와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 (Camag thin layer chroma
tograph system)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실험 방법. PARC의 3전극형 SMDE system을 

사용하여 Ag/0.1M AgNO3 in AN 기준전극과 백 

금선 대조전극 그리고 적하수은 작업전극을 반응용 

기에 연결하였다. TBBS를 0.1 M TBAP 지지전해 

질의 AN 용액에 필요한 농도로 희석시키고 25t와 

질소기체 분위기에서 폴라로그램과 cyclic voltam- 
mogram을 얻었다. 폴라로그램에서 얻어진 환원전 

위보다 충분히 큰 전위를 택하여 electrometer 
probe로 전위를 일정하게 유지한 다음 고인수는 

작업전극을 연결하고 synchronous stirring motor로 

저어주면서 조절전위 전기량법으로 전기분해 하였 

다. 전기분해 시간에 따라 digital coulometer로 전 

기량을 계산하고 직류 및 시차펄스 폴라로그램 또는 

cyclic voltammogram을 얻어가며 전극반응 경과를 

추적하였으며 전해반응이 끝난 용액은 감압 증류하 

고 크로마토그래프로 생성물을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전류 유형. 0.1 M TBAP를 지지전해질로 하는 

AN 용액에서 TBBS의 전기화학적 환원은 一2.31 
volts(이하 vs. Ag/0.1 Af AgNQj in AN) 근방에서 

하나의 환원파로 진행되었으며, 그 전형적 직류 및 

시차펄스 폴라로그램을 F讶"에 보였다. TBBS의 

환원파가 확산전류인지 어떤지를 알기 위하여 반응 

물의 농도 증가에 따른 한계 전류의 변화를 F谊.2에 

보였고 적하 시간에 대한 한계전류의 변화는 Fig. 3 
에 보였으며 온도변화에 대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F讶.2에서 농도증가에 따라 한계 전류도 

증가하는 비례 관계를 잘 보였으나 F谊• 3에서는 i1/6 
에 대하여 직선 관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반응전류가 포함된 확산전류인 것으로 해석되 

었다11. Table 1에서 환원전류의 온도계수는 직류일 

때 2.1%, 시차펄스일 때 3.8%로 나타났다. 1.3〜 1.6 
%이면, 확산전류이고 5-20% 범위이면 반응전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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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Fig. 3. Variation of limiting current with a drop times 
for IX 10~3 Af TBBS solution.

Drop time, /1/6

Table 1. Effect of temperature on DC and DP polaro- 
graphic data for 1X1O~3M TBBS

Temperature (t) :(DC) (liA) A (DP) (uA)

-1.7 -1.9 -2.1 -2.3 -2.5
Potential (Volts)

Fig. 1. Typical polarograms of TBBS in 0.1 M TBAP 
AN solution.

70

10 12.4 39.5
15 14.5 41.5
22 15.5 43.0
27 16.5 43.5
32 17.8 48.0
35 19.5 55.0

(1/0 X (di/dt)=2.1%, (1/L) X (di/dt) = 3.8%.

(
응
 A

)  
으
-2
甘
~

。
《宀

-2.1

— 2.5

-2.4

— 2.3

-2.2

Concentration, X 0.001 M
Fig. 2. Concentration dependence upon the limiting 
current of TBBS in 0.1 M TEAP AN solution.

구별하는 것9과 비교하여 볼 때, TBBS의 환원파는 

확산지배적인 전류에 일부 반응전류가 포함된 것을 

알았다.

가역성 고찰. 전극반웅 과정의 가역성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직류 폴라로그램과 cyclic voltammogram의 해석을

-L0 -6.5 0.0 0.5 io
iog （访宀）

Fig. 4. A plot of log i/id—i vs. potential for 1X1O~3M 
TBBS polarograms.

통하여 고찰하였다. TBBS의 폴라로그램에서 log 
（i/诺一，）값에 대한 전위변화의 도시 결과는 Fig. 4 

에 보였고 F谊.4에서 얻어진 기울기와 전자이동수 

는 조절전위 전기분해법으로 얻어진 전자수와 함께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전압에 대한 log 

（以沪"）의 관계를 나타낸 직선의 도표에서 기울기 

의 값이 59.1/n mV이거나 |&/4一&시의 값이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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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larographic data for the reduction of TBBS in 0.1 Af TBAP solution

一Ew (Volts) Slope 旧3/4一&시 Polarographic electron Coulometric electron
Ag/O.IM AgNO3 in AN (-mV) (mV) transfer (an) transfer (n)

2.31 139 103 0.39 4.04*

*1X1O-3M TBBS, 30m/일 때 전기량(Q) = 11.69.

TBBS in 0.1 M TBAP AN solution. A; 20, B; 50, C; 
100 D; 200 mV/sec.

/n mV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가역성에 가까운 

전극반응이고, 차이가 커질수록 비가역적인 전극반 

응이다. 이 때 완전 비가역과정에서의 기울기 값은 

54.2/an mV이고, 屁“一码시은 51.7/an mV에 적 

용시킨다io. Table 2에서 log（海一，）값의 변화에 대 

한 전위변화의 기울기는 139 mV이고, 屁시 

값이 103mV이었다. 이것은 전극반응이 완전 비가 

역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절 전위 전 

기량법으로 전기분해 하면서 얻어진 전자이동수（從 

= 4）를 실제로 전극반응에 관여한 전자수로 볼 때 

a값은 약 0.10이었다.

Cyclic voltammogram에서는 标J标값이 가까워지 

거나 I鸟一E”시값이 59/n mV에 접근하면 가역과

정으로 보고, 시의 전위차 값이 48/an mV

이거나 주사속도 10배 증가에 따라 环값이 一30/an 
mV 정도 이상 이동되면 비가역으로 판별하게 된 

다". TBBS의 전극반응에 대한 전형적인 cyclic vol- 
tammogram을 Fzg. 5에 보였고, Fzg. 5에서 얻어진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 나타난 cy
clic voltammogram 결과에서 读/产값들이 주사속 

도의 증가에 따라 약간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S- 

N= 기의 환원파는 E-C 반응기구의 유형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반응전류가 포함되는 확산 

전류이며 비가역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었다顾3. 한편 

에 대응되는，加가 나타나지 않았고, 주사속도가 

10배 증가되는데 따라 孩값은 약 100/an mV 정 

도씩 음전위쪽으로 이동되어 완전 비가역 과정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TBBS의 전극 환원반응은 

-2.31 volts에서 단일 환원파로 나타나며 반응전류 

가 포함된 완전 비가역과정으로 해석되었다.

pH의 영향. 폴라로그래피에서는 pH의 변화에 

대한 환원전류와 반파전위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반응과정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9. 본 실험에서는 

HC1Q와 TMAOH를 사용하여 pH 2에서 pH 11까지 

변화시키면서 직류 폴라로그램을 얻었으며 pH에 

따른 파형의 변화와 반파전위의 변화모양을 Fzg.6에 

나타내었다. Rg.6에서 pH=5보다 작아질수록 전류 

세기가 감소되는 것은 산의 영향으로 -S-N= 결합이 

미리 끊어져서 一2.31 volts에서 환원되기 어려운 

다른 화합물이 생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pH = 5 이상에서는 pH 증가에 따라 전류세기와 반 

파전위가 일정한 것으로 보아 전자이동이 먼저 일 

어난 후 양성자 첨가반응이 뒤따르는 E-C-E-C 반응 

메카니즘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보였다.

조절 전위 전기분해. 전기화학반응에 관여한 전 

자수를 아는 방법에는 직류 폴라로그램의 전위에 

대한 전류값의 변화를 도시한 기울기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으나（TaMe 1）, 이 방법은 비가역적 반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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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yclo-voltammetric data for the reduction of TBBS in 0.1 Af TBAP solution

Reduction step Sweep rate 
(mV/sec)

Peak potential (Volts)
—Epc

Current (卩A) 
ipc

切产 

(gA/volts)

1st wave 200 2.12 10.0 22.4
100 2.07 8.2 25.9
50 2.04 6.3 28.1
20 2.02 4.3 30.5

l-Em-----------------------------------------------------------
巳 2.35 •
a 2.30 - —OO'O-O'O'O'O^-O'O-O—

^o-o-o-o-o-o— OQ
---------------- 1--------------- A
1 4 7pH

Fig. 6. Effect of pH change on half wave potential 
and limiting current of IX 10-3Af TBBS in 0.1 Af 
TBAP AN solution.

Potential (Volts)
Fig. 7. Overlapping cyclic voltammograms of initial, 
intermediate, complete electrolysis for 1X10 
TBBS in 0.1 Af ATBP AN solution. A; initial, B; inter- 
medi가e, c; complete.

electrolysis for 1X1O~3M TBBS in 0.1 M TBAP AN
solution. A; complete 이ectrolysis, B; 1X1O-3M MBT.

응이나 여러 전자가 이동하는 전극반응에는 맞지 

않으므로 복잡한 전극반응에서는 주로 조절전위 전 

기분해를 행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전기량으로 

부터 전자를 구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다. 본 

실험에서는 F讶.1 에 나타낸 TBBS의 폴라로그램으 

로부터 -S-N= 결합이 충분히 환원된다고 생각되는 

전위로서 -2.60 volts를 택하여 전위를 조절하고 

pH = 8.0으로 한 후 고인수은 작업 전극상에서 syn

chronous motor로 저어주면서 전기분해하였다. 전 

극분해과정을 logarithmic digital coulometer와 X-Y 
기록기로 추적하면서 전극반응이 완결될 때까지 2 
시간 이상 행하였다. 이 때 얻어진 전기량으로부터 

계산된 전극반응 전자수（如=4.04）는 Table 1에 나 

타내었고 전기분해과정 중에 얻은 cyclic voltammo- 
gram을 비교하여 FzZ 7에 보였다. 전기 분해 시 작 

즉시 一2.31 volts 근방의 환원파가 감소되면서 보다 

양전위 쪽에 반응 생성물의 산화파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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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verlapping cyclic voltammograms of complete 
electrolysis for 1X1O~3M TBBS and sulfur in 0.1 Af 
TBAP solution. A; add sulfur, B; electrolysis on the 
pt electrode, C; electrolysis on the Hg electrode.

반응 생성물을 일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merca- 

ptobenzothiazole(MBT)을 택하여 cyclic voltam- 
mogram을 얻은 결과 F讨.8에서와 같이 —0.47 vo- 
Its와 一0.64 volts의 산화-환원 전위가 일치하였다. 

또한 전극 반응결과 유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황을 

첨가하여 cyclic voltammogram을 얻은 결과, Fig. 9 

에서와 같이 一1.41 volts 근방에서 전기 분해 생 

성물과 일치하는 환원 피이크가 나타났으며 백금그 

물 전극을 사용하여 전기분해한 결과와도 동일하였 

다.

생성물의 확인 및 반응 메카니즘. 전극 반응 생 

성물로 예측되는 성분을 이용하여 GC, TLC 둥의 

방법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재확 

인하였다. 즉, amine과 MBT 그리고 benzothiazole 
disulfide(MBT dimer)를 선택하여 GC로 분석한 

결과, 머무른시간G) 이 각각 0.45, 2.15, 12.9로 반 

응생성물의 경우와 일치하였다. 또한 TLC(UV de
tector, 용매 ; 벤젠)의 실험에서도 MBT와 MBT di- 
mer의 값이 0.11 과 0.41 로 생성물의 경우와 일치 

하였다.

황의 경우에는 수은과 흡착 혹은 착물상태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전기분해시 사용한 수은을 

모세관에 채우고 벗김 분석한 결과 상당량의 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AgNO3 용액을 가하여 생 

성되는 AgzS의 회색침전과 GC의 피이크(队= 16.9) 
둥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환원전위에 대한 

전류변화 및 전극환원과정에 대한 pH 영향과 조절 

전위 전기분해에 따른 생성물의 분석확인결과, 

TBBS의 전극환원에 대한 반응기구를 다음 Scheme 

1과 같이 MBT와 MBT dimer가 생성되면서 황이 

유리되는 4전자 반응의 E-C-E-C 유형의 반응 메카 

니즘으로 제안하였다.

疣乱 +L 치)。+/ 

TBBS (I)

------ ' Oy/C-S' + -)(1) 
5 ch3

HBT radicdl, Cm,

UD + e~ —Cnj' ^c-SH —)⑵

MBT

(II)・ +(IU T(3)

dimer (1L1)

(ill) + e- 广十 h+ —) (II)* +N8T

一HgS 一 ⑸

Scheme 1. Electrochemical reduction mechanism of 
TBBS.

결 론

0.1 M TBAP의 AN 용액에서 직류, 시차펄스 폴 

라로그래피와 순환전압전류법 및 조절전위 전기량 

법에 의한 N-tert-butylbenzothiazole-2-sulfenamide 
의 전기화학적 반응은 一2.31 volts에서 단일 환원 

파로 나타났으며 4전자가 소요되는 완전비가역의 E- 

C-E-C 반응과정이었다. 조절전위 전기분해결과 sul- 
fenamide(-S-N=)의 단일결합이 절단되면서 만들 

어지는 라디칼에 의해서 -S-S- 결합의 dimer가 생 

성되는 과정과 함께 MBT가 얻어지면서 황이 유리 

되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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