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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copper-l-(2-pyridylazo)-2-naphthol(Cu-PAN) 착물의 전기화학적 성 

질을 순환 전압전류법, 직류 폴라로그래프법, 정전위 전기분해법 및 UV-Vis 분광광도법으로 조사하였다. 

아세토니트릴 용액 중에서 Cu-PAN 착물은 3개의 환원파를 보였다. 환원파의 환원전위는 각각 一L27V, -1.64 

V와 一2.08V 弗. Ag/AgNO/AN)였다. 각 환원단계에 관여하는 전자수는 일정전위 전기분해법으로 구하였 

으며, 전기분해한 전해 생성물의 UV-Vis Spectrum으로부터 전해 생성물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 

로부터 아세토니트릴 용액 중에서 Cu-PAN 착물의 환원 반응기구를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electrochemical behaviors of copper-l-(2-pyridylazo)-2-naphthol(Cu-PAN) complex 
in acetonitrile (AN) solution have been investigated by the use of cyclic voltammetry, DC-polarography,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y and UV-Vis spectroscopy. Cu-PAN complex in acetonitrile exhibit three 
reduction waves at —1.27 V, —1.64 V and — 2.08 V 號 Ag/AgNO/AN), The numbers of electron involved 
in each reduction step was calculated with controlled potential coulometry, and reduction product was 
identified with UV-Vis spectrum. As the result, we proposed the reduction mechanism of the Cu-PAN 
complex in acetonitrile.

서 른

비수용매에서 전극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많다. 곧 비수용매를 사용하면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의 전극반응을 연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액 중에서 반응물질이나 전극반웅 생성물이 불 

안정한 물질들의 연구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아세토니트릴이나 디메틸 포름아미드와 같은 

반양성자성 용매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서 전극반응을 조사할 수 있는 전위 범위의 확 

대를 들 수 있다. 적하수은 전극을 작업 전극으로 

사용할 경우 수용액 중에서 사용 가능한 전위 범위는 

+ 0.4--2.0V vs. SCE이나, 아세토니트릴 용매에 

서는 +0.6--2.8V vs. SCE로 사용 가능한 전위 

범위가 확대된다. 또 회전 백금 전극을 작업 전극으로 

사용할 경우, 수용액에서 사용 가능한 전위 범위는 

+ 0.1--0.1 V vs. SCE이나, 아세토니트릴 용매에 

서는 +1.8--1.0V vs. SCE로 사용 가능한 전위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수용액에서는 불안정한 물 

질들이 반양성자성 용매에서는 안정하므로 반양성 

자성 용매에서는 수용액에서보다 세분된 전극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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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아세토니트릴에서 아조계 유기화 

합물의 환원 메 카니즘을 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다*4. 
이 결과에 의하면 양성자성 용매에서 2전자 1단계로 

환원되는 물질이 반양성자성 용매에서는 1전자 2단 

계로 환원과정이 세분되었다. 이것은 반양성자성 용 

매에서 anion radical0] 안정해지기 때문이다. 금속 

착물의 경우도 반양성자성 용매에서 전극반응은 세 

분되 었다.

l-(2-pyridylazo)-2-naphthol(PAN)은 알칼리 토류 

와 희토류 원소 등 많은 금속과 적색의 안정한 착 

물을 형성한다. 이러한 성질로 인하여 PAN은 여 

러가지 금속의 정량에 금속 지시약으로 분광학적 

발색 시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Cu(II)를 

EDTA로 킬레이트 적정할 때 PAN을 지시약으로 

사용하는 실험은 현장에서 자주 행해지고 있다15.

아조계 금속 착물에 대한 전기화학적인 연구가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수용액 

알코올 용액, 이들의 혼합용매 등 양성자성 용매 

중에서 수행된 바 있다II
본 연구에서는 반양성자성 용매인 아세토니트릴 

에서 Cu-PAN 착물의 전기화학적 성질을 조사하였 

다. 환원전류의 유형과 가역성을 순환 전압전류법으 

로 조사하였고 반응에 관여한 전자수는 일정저위 

전기분해법으로 구하였다. 또 전해 생성물을 UV-Vis 
스펙트럼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Cu-PAN 착물의 환원 

메카니즘을 제시하였다.

실 험

A| 약. 용매인 아세토니트릴의 정제는 Coetzee 

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지지 전해질로 쓴 tetrae
thyl ammonium perchlorate(TEAP) 의 합성과 정제 

는 Kolthoff의 방법河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킬레이 

트제로 사용한 PAN은 Sigma 제품이며, Cu-PAN 
착물의 합성과 정제는 Ueno의 방법"에 따랐다.

장 치. 직류폴라로그램 과순환전압전류그램의 

측정에는 PAR Model 174A Polarographic analy- 
zer와 PAR Model 175 Universal Programmer를 

사용하였다. 모든 전극은 3전극 방식을 이용하여 

용액의 저항에 의한 Ohmic IR 강하를 자동 보상했 

다. 이때 작업 전극으로는 수은전극, 기준전극으로는 

Ag/AgNO3(AN) 전극, 보조전극으로는 백금선을 사 

용하였다. 기록계는 PAR Model RE0089 X-Y Reco- 

rder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일정전위 전기분해 장치로는 PAR Model 

173 Potentiostat/Galvanostat 와 PAR Model 179 
Digital Coulometer를 사용하였다. 이때 작업전극으 

로는 Hg-pool을, 기준전극으로는 Ag/AgNO3(AN) 천 

극을 사용하였으며, 보조전극으로는 백금선을 사용 

하였다. 또한 전해액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Neslab 

RTE-210 항온조를 썼다.

UV-Vis 스펙트럼 측정에는 KONTRON UVIKON 
860 Spectrophotometer-f- 사용하였다.

모든 측정용액은 고순도의 시판 질소를 ammo

nium metavanadate와 zinc amalgam의 염산용액으 

로된 환원 용기, pyrogallol 염기성 용액, 진환 황산 

용액, 실리카겔, 오산화인, 실리카겔층의 순서로 통 

과시켜 용액 중의 산소를 제거하였으며 측정시에도 

질소분위기 속에서 실험을 하였다. 이때 사용한 질 

소는 아세토니트릴 용매로 미리 포화시켜 사용하였 

다

결과 및 고찰

순환 전압전류곡선.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1.2X10 5 Af Cu-PAN 착물의 순환 전압전류곡선을 

一0.8〜 一2.4 V vs. Ag/AgNCHAN)의 가전압 범위에 

서 측정하여 RZ1 에 나타내었다. 이때 지지전해질 

로서는 TEAP를 썼으며, G.O.로 나타낸 선은 galva
nic 전류가 영인 점을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u-PAN 착 

물은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3개의 뚜렷한 환원 

파를 나타내었다. 3개 환원파의 봉우리 전위는 각각 

-1.27, -1.64 및 一2.08 V vs. Ag/AgNC)3(AN)이었 

다..이 결과를 같은 용매인 아세토니트릴에서 PAN 

만의 환원파를 측정한 전보의 결과2와 비교해 보면, 

환원파는 1개가 더 중가하였고 전반적으로 환원파가 

음전위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Cu-PAN 착물의 생성을 의미한다.

환원전류의 유형.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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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yclic voltammograms 1.2X10-5Af Cu-PAN 
complex (b) and residual current (a) in 1.2X10~3Af 
TEAP-AN solution at 25°Cf voltage scan rate: 200 
mV/sec.

Fig. 3. Cyclic voltammograms of 1.2X10-5Af Cu-PAN 
complex in 1.2 X10-314 TEAP-AN solution with va
rious scan rates at 2-

•p 
(pA)

Concentration of Cu-PAM

Fig. 2. Relationship between peak current and conce
ntration of Cu-PAN complex in TEAP-AN solution 
at 25°C, voltage scan rate: 200 mV/sec.

PAN 착물이 환원될 때 나타나는 전류의 유형을 순환 

전압 전류 법으로 조사하였다.

Scan rate (mWsec)

Fig. 4. Plot of (ip/vl/2) vs. v for 1.2X10-5Af Cu-PAN 
complex in 1.2X10-3M TEAP-AN solution at 25더C.

순환 전압전류곡선에서 전극반응이 가역적 이든 

비가역적이든 환원전류가 확산지배적일 때 봉우리 

전류(讨는 반웅물질의 농도(C)와 전위 주사속도(°)의 

평방근에 비례한다 12.
따라서 Cu-PAN 착물의 농도를 1.2X10-5“에서 

4.8X10TM까지 바꾸어 가면서 얻은 순환 전압전 

류곡선으로부터 봉우리 전류也)를 측정하여 봉우리 

전류©)와 농도(C)와의 관계를 도시하여 F讶.2에 나 

타내었다. 그리고 전위 주人)속도(1>)를 100 mV/sec에 

서 1000mV/sec까지 바꾸어 가면서 1.2X10-5M 
Cu-PAN 착물의 수환 전압전류곡선0禎.3)을 얻고, 

이 그림에서 측정한 봉우리 전류化)와 전위 주사속도 

(0)의 평방근의 관계를 도시하여 Fz：g.4에 나타내었 

다.

Fig. 3과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 1환원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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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환원파는 Cu-PAN 착물의 농도와 전위 주사속 

도의 평방근에 비례하였지만 제 2환원파는 Cu-PAN 
착물의 농도에는 거의 비례하나 전위 주사속도의 

평방근에서는 비례관계에서 약간 벗어났다.

이상의 실험 결과들로부터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 

에서 Cu-PAN 착물의 제 1환원파와 제 3환원파의 

환원전류는 확산지배적인 전류이나, 제 2환원파는 

반응성 전류가 다소 포함된 확산전류임을 알 수 있다. 

제 2환원파에 포함된 반응성 전류는 반응 첫단계에서 

생성된 anion radical과 불순물로 존재하는 proton 
과의 반응으로 생각한다.

환원파의 가역성.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Cu- 
PAN 착물의 각 환원파의 가역성을 순환 전압전류 

법으로 조사하였다.

순환 전압전류그램에서 전위 주사속도(u)의 변화 

에 따라 전극반응이 가역적인 반응인 때는 봉우리 

전위㈤)가 변하지 않지만 비가역적인 반응일 때는 

봉우리 전위筠)가 변한다. 따라서 전위 주사속도血) 

를 바꾸어 가면서 봉우리 전위四)를 측정하여 耳와 

lo戲의 관계를 도시하면 직선이 얻어지며, 이 직선의 

기울기(L15RT/a佑F)로부터 전이계수(a)를 구하여 

전극 반응의 가역성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전 

위 주사속도3)를 바꾸어 가면서 봉우리 전류(粉)와 

봉우리 전위㈤)를 측정하여 1。码와 耳와의 관계 

를 도시하며 직선이 얻어지며, 이 직선의 기울기 

(一로부터 전이계수(a)를 구하여 전 

극반응의 가역성을 조사할 수도 있다月

따라서 전위 주사속도仞)를 100mV/sec에서 1000 
mV/sec까지 바꾸어 가면서 얻은 Fig. 3의 순환 전 

압전류곡선으로부터 Cu-PAN 착물의 봉우리 전위 

㈤)와 봉우리 전류＜粉)의 값을 구하여 이들 값으로 

부터 &와 10取의 관계 및 log*斗 耳의 관계를 도 

시하여 얻은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전이계수(a)를 

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Cu-PAN 착물의 제1환원파의 전이계 

수가 0.98이므로 매우 가역성이 좋으나 제 2환원파와 

제3환원파의 전이계수는 0.24와 0.31 정도로 비가 

역성을 나타냈다. 물론 F讶.1 의 순환 전압전류그램 

에서 알 수 있듯이 제 1환원파의 재산화파는 환원 

파와 거의 같은 크기로 나타났으나, 제 2 및 제 3환

Table 1. Transfer coefficient (a) of Cu-PAN complex 
at each reduction step at 25°C

Reduction step
Transfer coefficient (a)

Ep vs. logv log粉 vs. Ep

1st step 0.98 0.97
2nd step 0.24 0.31
3rd step 0.31 0.21

원파의 재산화파는 없는 것으로 보아, 가역성에 대한 

위의 정량적인 계산이 합당함을 알 수 있다.

환원반옹에 관여한 전자수의 결정. 각 환원단계 

에 관여하는 전자수를 일정 전위 전기분해법으로 

구하였다. 곧 4.0X10-5M Cu-PAN 착물을 포함하는 

아세토니트릴 용액 10m/를 전기분해 용기에 넣고 

미리 아세토니트릴을 포화시킨 질소를 통과시키면 

서 각 환원단계의 한계전류를 나타내는 전압범위인 

— 1.3V와 一 1.8V 그리고 -2.2 V vs. Ag/AgNO3 

(AN)에서 전기분해하였다.

이때 용액을 완전히 전기분해하는데 소비된 전기 

량(Q)을 Digital Coulometer로 측정하여 이 값을 Fa

raday 식에 적용하므로써 각 환원단계에 관여하는 

전자수를 구하였다.

실험 결과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Cu-PAN 
착물의 환원반응에서 제 1단계와 제 2단계에 관여하 

는 전자수는 각각 1개이었고, 제3단계 에 관여하는 

전자수는 4개이었다.

물 첨가에 따른 환원파의 변화. 아세토니트릴 

용액에 양성자 주게인 물을 첨가함에 따라 Cu-PAN 
착물의 각 환원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하여 

Cu-PAN 착물의 환원반옹 과정에 anion radical6]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여 보았다.

즉, 8.0X10-5M Cu-PAN 착물이 포함된 5 m/의 

아세토니트릴 용액을 전해용기에 넣고 여기에 양성 

자 주게의 세기가 비교적 약한 증류수를 소량씩 첨 

가하면서 측정한 폴라로그램의 변화를 F讨.5에 나 

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증류수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3개의 환원파의 반파전위가 

보다 양전위쪽으로 이동하면" 제 2파의 파고가 감소 
하면서 제 1파의 파고가 증并하여 결국 제 1파와 제 2 

파가 하나로 합쳐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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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여러 연구자들의 결과】4M와 일치하며, 이것은 

제 1단계의 환원생성물이 anion radical이라는 증거 

가 된다.

지금까지 연구 보고된 양성자 용매 중에서 아조

Fig. 5. Change of DC polarograms of 8.0X 10-5Af Cu- 
PAN complex in 8.0X 10-3 M TEAP-AN solution by 
adding water (initial AN volume: 5 m/) water contents; 
(I) 1 mZ, (II) 0.05 ml, (III) 0.10 ml.

Fig. 6. Change of UV-Vis spectra of 4.0X10 ,M Cu- 
PAN complex in 4.0X10-3Af TEAP-AN solution with 
electrolysis time at —2.2 V vs. Ag/AgN03(AN), (I) 0 
min, (II) 40 min, (III) 90 min, (TV) 150 min.

화합물의 착물에 대한 메카니즘은 중간단계 인 anion 
radical 생성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이드라조 

화합물의 착물이 되든지, 또는 환원이 더욱 진행되어 

유리금속과 아민 화합물로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牛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비 양성 자성 용매 인 

아세토니트릴 중에서는 양성자성 용매의 경우보다 

한 단계 환원과정을 더 거치는 것으로 보아 아세토 

니트릴 용매 중에서는 중간단계인 anion radical0] 
비교적 안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환원 생성물의 UV-Vis 스펙트럼.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Cu-PAN 착물의 최종 환원생성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지막 환원파의 한계 전위인 一2.2 
V vs. Ag/AgNOHAN）에서 전해시간을 0~150분까지 

바꾸어 가면서 전기분해하여, 이때의 UV-Vis 스펙 

트럼의 변화를 F/6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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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UV-Vis spectra of 4.0X10-5Af Cu-PAN comp
lex in 4.0 X10T M TEAP-AN solution before (I) and 
after (II) controlled potential electrolysis at — 2.2 V 
vs. Ag/AgN03(AN), (III) l-amino-2-naphthol hydroch
loride, (IV) a-aminopyr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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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proposed reduction mechanism of Cu-PAN 
complex in acetonitrile solvent.

및 286nm에서의 Cu-PAN의 흡수 봉우리는 전해시 

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라지고, 220, 240 및 290 
nm 부근에서 새로운 흡 수 봉우리가 나타났다. 이 

새로운 흡수 봉우리는 전해 생성물의 흡수 봉우리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환원 생성물로 예측되는 l-amino-2-naphthol 
(C10H9NO)과 a-aminopyridine(C5H6N2)의 UV-Vis 
스펙트럼과 一2.2 V us. Ag/AgNO3(AN)에서 Cu-PAN 
착물을 전해하여 얻은 UV-Vis 스펙트럼을 Fig. 7에 

함께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 nm와 

240 nm 부근에 서 의 새 로운 흡수 봉우리 는 1-amino- 
2-naphthol의 흡수 봉우리 위치와 일치하고, 290nm 

부근에서의 새로운 흡수 봉우리는 a-aminopyridine 
의 흡수 봉우리 위치와 일치한다.

따라서 아세토니트릴 중에서 Cu-PAN 착물은 최 

종적으로 naphtholamine과 pyridylamine까지 환원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실험 결과들로부터 아세토니트릴 중에서 

Cu-PAN 착물의 환원반응 메카니즘은 중간단계인 

anion radical을 거쳐 아민 화합물이 된다고 결론지 

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반응을 후속 반응까지 고 

려한다면 Cu-PAN 착물의 환원반응 메카니즘은 尸讶.

8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곧 제 1단계는 배위자인 PAN의 아조기에 1전자 

환원이 일어나 anion radical이 되고 제 2단계는 

anion radical0] 된 아조기에 다시 1전자 환원이 일 

어나 dianion이 되며, 이 dianion은 용매 또는 불순 

물로 존재하는 물의 H+이 첨가되는 후속 반응이 

일어나 하이드라조 형태의 착물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어서 제3단계에서는 4개의 전자가 관여하는 환 

원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이드라조 화합물이 

2전자 환원이 일어나 아민 화합물이 되는 전위와 

유리된 금속인 구리의 2전자 환원이 거의 같은 전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비양성자성 용매인 아세토니트릴 중에서 Cu-PAN 
착물의 전기화학적 성질을 조사하였다.

착물의 순환 전 압전류그림 으로부터 환원전류의 

유형과 가역성 그리고 직류 폴라로그램으로부터 양 

성자주게인 물의 첨가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환원반응에 관여한 전자수는 일정전위 전기 

분해법으로 구하였다. 또 일정전위 전기분해한 전해 

생성물의 UV-Vis 스펙트럼으로부터 전해 생성물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아세토니트릴 

용매 중에서 Cu-PAN 착물은 3단계의 환원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아민 화합물이 됨을 알았다. 이때 

1단계 환원과정에서는 anion radical0] 생성되는 과 

정이고, 2단계 환원에서는 dianion이 생성되는 과정 

이다. 또 1단계 환원과정은 가역성이 매우 좋은 편 

이나 2단계와 3단계의 환원과정은 가역성이 매우 

나쁜 편이었다. 또한 1단계와 3단계의 환원전류는 

확산지배적인 전류였으나 2단계의 환원전류는 반응 

성 전류가 다소 포함된 확산전류였다. 그리고 환원 

반응에 관여한 전자수는 1단계와 2단계 환원과정에 

서는 각각 1개였으며 3단계 환원과정에서는 4개였다.

본 연구는 교육부 기초과학육성 연구비의 지원으 

로 수행된 바, 이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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