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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ellurium(IV)에 대한 네모파 전압전류법적 연구를 HMDE를 사용하여 염산 용액에서 수행하였다. 

염산 용액중에서 Telhirium(IV)의 환원반응은 산에 의한 촉매반응의 특징을 나타내는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진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네모파 전압전류법에 의한 Tellurium(IV)의 분석 조건 및 방 

해이온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방법에 의한 Tellurium(IV)의 검출한계는 4.2ppb(3.3X10TM)이었으며, 

전극표면에서의 Tellurium(IV)의 양은 (7.2± 1.4)XIO-11 mol cirL이었다.

ABSTRACT. Square-wave voltammetric behavior for tellurium(IV) was studied in hydrochloric acid 
medium using a hanging mercury drop electrode. The reduction of telluriumdV) was found to be irrever
sible and catalized by acid. Analytical conditions for the determination of tellurium(IV) and effects of 
diverse ions were also investigated. The detection limit of tellurium(IV) was 4.2 ppb (3.3X 10~8 Af). The 
amount of tellurium(IV) on the electrode surface was r=(7.2± 1.4)X10-11 mol cm-2.

서 론

미량 또는 낮은 농도의 텔루륨(Tellurium, Te) 
정량은 주로 분광학적 방법이나 원자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어 왔으나it 최근에는 이들 방법 

뿐만 아니라 전기화학적 방법*'"9도 텔루륨의 미량 

분석이나 전기화학적 특성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고체전극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수은 

전극을 사용한 분석법 연구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6~9. 
고체전극을 사용한 텔루륨의 전기화학적인 특성 연 

구는 다른 금속 이온들과 2성분 또는 3성분의 얇은 

반도체 막형성 및 그 성질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gT2. 한편 수은전극 표면에서 일어나는 

Te(IV)의 전극과정은 복잡하여 해당 폴라로그램이 

비정상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석 

에 적용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으며, 그대신 여러 

지지전해질하에서 교류 또는 직류 폴라로그래피법을 

이용한 Te(IV)의 전기화학적 특성 연구가 주로 수 

행되어 왔다. Te(IV) 분석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유기리간드를 사용하여 Te(IV)의 착물을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량의 Te(IV)을 분석하는 방법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 때 전극으로는 유리상 탄소전 

극이나 금전극같은 고체전극 뿐만 아니라 HMDE 
같은 수은전극도 사용되고 있다泉3. Te(IV)의 분석에 

사용된 리간드로는 methylene blue5, pyrrolidin-2- 
one13 등이 있으며, methylene blue를 사용한 Te(IV) 
분석시 검출한계를 0.4nM까지 낮출 수 있었다.

네모파 전압전류법(square-wave voltammetry)14-16 
은 비교적 최근들어 미량 분석에 이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으로, 이 방법은 특히 가역반응의 경우에 분석 

감도가 높고，분석속도가 비교적 빠르며, 용액내에 

존재하는 용존산소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 직류 

전압전류법과 비교하여 바탕전류를 효과적으로 억 

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 방법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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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분석의 예로는 최근에 selenium(IV)의 분석결 

과18가 보고된 바 있으며, 그 외에 lead(II)i9, nickel 

(II)19, gold(IH)20 등에 관한 분석 결과도 또한 보고된 

바 있다.

텔루륨은 원전연료의 사용 후 폐용액중에 경우에 

따라 수백 ppm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텔루륨은 산화상태가 다양하여 6가, 4가, 

一2가 및 금속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자연수중 

에서는 존재하는 텔루륨의 산화상태에 따라 자연수 

의 산화환원전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량의 

텔루륨 분석은 중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량의 Te(IV)에 대한 정량을 네 

모파 전압전류법을 이용하여 염산 지지전해질 용액 

중에서 수행하였으며, 이 방법에 의한 미량의 Te(IV) 
분석에서의 분석 조건, 적용 범위 및 산화환원반응의 

메카니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실 험

기 기. 네모파 전압전류곡선(square-wave vol- 
tammogram)은 BAS 1000B/W electrochemical ana- 
lyzer(Bioanalytical Systems, USA) 에 EG & G 303A 
(PARC, USA) static mercury drop electrode 
(SMDE)와 EG & G 306 stirrer를 연 결한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BAS 100B/W에 

연결된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되고 수행되었 

으며,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은 LaserJet(Hewlett Pac

kard, USA) recorder 또는 FPG 310(Fujitsu, Japan) 
color plotter를 이용하여 얻었다. 실험에서 사용한 

작업 전극은 hanging mercury drop electrode 
(HMDE)였으며, 수은 방울의 면적은 0.0128 cm%] 
었다. 또한 보조전극으로는 Pt-wire를 사용하였으며 

기준전극으로는 saturated KC1 Ag/AgCl을 사용하 

였다. 용액의 pH는 MINISIS 6000(Solea Tacussel, 

Franc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실험용액의 온도 

는 Tacussel RPT-POL를 이 용하여 25.0± 0.1M 로 

조절하였다.

A| 약. 모든 실험에서 물은 Milli-Q(Millipore, 
USA) 장치를 통과한 탈이온수를 사용하였다. 염산, 

황산 및 과염소산은 Suprapur급(Merck)을 사용하 

였으며, 염화칼륨, 황산나트륨, 황산암모늄, 질산칼륨 

및 탄산나트륨은 A. C. S급(AldricH) 시약을 사용하 

였다. Te(IV) 표준용액은 ICP용 표준용액(SPEX, 
USA)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금속 표준용액은 원 

자흡수분광광도용 표준용액 (Junsei 또는 Fisher)을 

필요에 따라 회석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방법. 10m/의 지지전해질을 취하여 전해조 

에 넣고 일정량의 Te(IV) 표준용액을 가한 다음 아 

르곤 기체를 8 min 동안 통과시켜 용액내의 용존산 

소를 제거하였다. 용액을 5 sec 동안 정시상태로 유 

지한 후 一0.5 V vs. Ag/AgCl에서 시작하여 음의 

방향으로 주사하여 Te(IV)에 대한 네모파 전압전류 

곡선을 얻었다.

결과 및 고찰

F01 에는 Te(IV)이 6X10-〃〃의 농도로 포함된 

0.5M 염산 용액에서 얻은 순환 전압전류곡선을 나 

타냈다. 이 때 주사속도는 100 mV/sec였으며 주사 

전위의 범위는 一0.1~ —1.0V vs. Ag/AgCl이었다. 

순환 전압전류곡선을 보면, 음의 방향으로 전위주사 

한 경우에 一0.790 V에서 큰 피크가 나타났으며, 양 

의 방향으로의 전위주사에서도 같은 위치에서 양의 

전류를 나타내는 피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순환 전압전류곡선은 Te(IV)의 환원반 

응이 촉매반응의 특징22을 나타내는 반응과정을 거쳐 

진행됨을 의미한다. 한편 Darkowski 등甘은 폴라로

Fig. 1. Cy이ic v시tammogram of tellurium(IV) in 0.5 M 
HC1 s사ution. [Te(IV)] = 6X 10-7Af; scan rate =100 
mV/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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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petitive cyclic voltammograms for tellurium 
(IV) in 0.3Af HC1 solution. [Te(IV)>5X10-7M; 
scan rate=200 mV/sec.

그래피법에 의한 Te(IV)와 Cd(II)의 동시 정량을 

수행하면서 -8.000V 하s. Ag/AgCI에서의 확산전류 

를 Te(IV) 정량에 사용한 바 있으며, Ferri 등。은 0.5 

M 염산 용액하에서 Te(IV)의 환원은 一0.770 V vs. 
SEC 에서 일어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산성 

매질하에서 전기적으로 활성인 특징을 나타내는 텔 

루륨의 화학종은 HTeQ+[Te(IV)] 이며 HTeO2+ 환 

원의 첫단계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1)식과 같이 4 
전자 환원과정을 거쳐 Te(0)으로 되는 반응이라고 

알려져 있다皿23

HTeO2+ + 3H + + 4e — 2H2O (1)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본 실험에서 얻은 Fig. 1의 순환 

전압전류곡선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一 0.790 V에서 

나타난 피크는 Te(IV)이 Te(0)으로 환원되는 피크에 

해당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또한 F沮2에는 연속주 

사한 Te(IV)에 대한 순환 전압전류곡선을 나타냈으 

며, 연속으로 주사했을 경우에 Te(IV)의 환원전류가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환원된 Te(0)이 

수은전극 표면에서 아말감을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该. 3에는 0.1 M 염산 용액에 200ppb(1.57X10-6 
의 농도로 포함된 Te(IV)에 대한 네모파 전압전 

류곡선을 나타냈다. 이 때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의 

진동수는 15 Hz, 진폭은 30 mV, scan increment(A£)

<

a

느0

-0.65 -0.75 -0.85 -0.95 -1.05

Potential/V vs. Ag/AgCI

Fig. 3. Forward (a), reverse (b) and net (c) current 
square-wave voltammogram for reduction of tellu- 
rium(IV) in 0.1 M HC1 solution. [Te(IV)]= 200 ppb 
(1.57X10-6M)； /=15 Hz; <z = 30 mV; scan increment 
=5 mV.

는 5 mV였다. Te(IV)의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은 for
ward 전류 (a), reverse 전류 (b) 및 net 전류 (c)로 

구분하여 나타냈으며, 여기서 net 전류는 forward 
전류와 reverse 전류 사이의 차이(由=毎/-毎,)이다.

에서 reverse 전류가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반응 생성물의 재산화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을 말하며, 또한 본 반응이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끄.

Table 1에는 0.1M의 여러 지지전해질 용액중에서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의 피크전류와 Te(IV)의 농도 

사이의 직선관계에 대한 기울기 및 직선성을 요약 

하였다. 이 때 Te(IV)의 농도는 0.02-1.0 ppm 범위 

내에서 변화시켰다. 직선관계식의 기울기는 염을 사 

용한 지지전해질에서보다도 수소 이온이 존재하는 

산성 지지전해질에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성 

지지전해질중에서도 염산을 사용한 경우가 가장 큰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 0.1M 염화칼륨과 0.1M 
황산암모늄의 경우는 Te(IV)의 농도가 0.6 ppm인 

점을 중심으로 직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의 지지전해질에서는 Te(rV)의 실 

험농도 범위내에서 농도와 피크전류 사이에 좋은 

직선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의 결과는 

염산을 지지전해질로 사용하는 것이 같은 농도의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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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linear regressions between peak 
current and concentration of tellurium(IV) in various 
supporting 이ectr이ytes

0.1 M SEfl
[Te] range 

ppm
Data 
point

Slope
Y卩A/ppm

HCI 0.02-1.0 10 1.19 0.9998

H2SO4 0.02-1.0 10 1.09 0.9997
HCIO4 0.04-1.0 9 0.91 0.9995
KC1 0.1 〜0.6 6 0.23 0.9928

0.6-1.0 4 0.44 0.9982
(NH4)2SO4(pH 5.2) 0.1-0.6 6 0.18 0.9976

0.6-1.0 3 0.28 0.9997
Na2SO4 (pH 7.0) 0.2-1.0 5 0.22 0.9994
KNO3 (pH 7.2) 0.1-1.0 8 0.44 0.9994
Na2CO3 (pH 10.9) 0.1-1.0 7 0.19 0.9994

aSE=Supporting electrolyte.

(IV)에 대하여 가장 큰 피크전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또한 염산은 여러 이온들이 포함된 

용액으로부터 Te(IV)를 추출하여 분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煦 장점이 있는 지지전해질이다.

Fzg.4에는 염산의 농도 변화에 따른 네모파 전압 

전류곡선의 피크전류와 피크전위의 의존성을 나타 

냈다. 이 때 염산의 농도는 0.1~1.0M 범위에서 변 

화시켰다. Te(IV) 분석시 사용되는 염산 지지전해질 

의 최적 농도는 0.1 〜0.2M이 적당하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气 본 연구에서는 F也4의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염산의 농도가 0.3~0.5M인 경우에• 가장 큰 

피크전류를 나타냈으며, 염산의 농도가 0.3M보다 

감소하거나 0.5 M보다 증가하면 피크전류는 감소함 

을 나타냈다. 또한 P讶.4의 B에서 볼 수 있듯이 피 

크전위는 염산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점차 양의 방 

향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식 (1)에 나타낸 반응이 용액내의 염산 농도가 진 

해질수록 수소이온에 의한 촉매작용의 증가로 인해 

쉽게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Te(IV)의 환원 전위는 

용액내의 염산 농도가 진해질수록 점차 양의 전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5에는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의 진폭(a) 변화에 

따른 Te(IV)의 환원에 대한 피크전류 의존성을 나 

타냈다. 이 때 Te(IV)의 농도는 200ppb(1.57X10-6 

M), 지지전해질인 염산의 농도는 0.3 M이었으며, 

진동수는 15 Hz였다.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의 진폭이

[hci]/ M

Fig. 4. Dependence of square-wave current (A) and 
potential (B) on HCI concentration. [Te(IV)J = 200 ppb 
(1.57X10-6M); f—15 Hz; a=30 mV; scan increment 
=5 mV.

a/mV
Fig. 5. Dependence of square-wave peak current on 
square-wave amplitude in 0.3 M HCI solution. [Te 
(IV)] = 200 ppb (1.57 X IO-6 A/); f= 15 Hz; scan incre
ment's mV.

50 mV 이하에서는 진폭과 피크전류 사이에 직 선적 인 

관계&=09989)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그 이상의 

진폭에서는 점차 음의 편차를 나타내어 진폭이 80 

mV일 때 최대의 피크전류를 나타내고 다시 진폭이 

증가하여도 피크전류는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네모파 전압전류곡선의 반피크 넓이(half-peak wi
dth, AE浦는 다음의 (2)식과 같이 전자의 수와 이동 

계수(transfer coefficient)에만 의존한다2勺

AE/,/2 = (63.5 士 0.5)/a« (2)

이 식을 이용하면 한 반응에서의 an을 계산할 수 

있다. Te(IV)의 환원에 대한 본 반응에서의 반피크

1994, Vol. 38,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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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V)]/ppb

Fig. 6. Dependence of square-wave peak current on 
tellurium(IV) concentrations in 0.3 M HC1 solution./= 
15 Hz; a = 30 mV; scan increment=5 mV.

넓이는 네모파의 진폭 변화에 무관하게 AE,/2=85土 

2 mV를 나타냈으며 이를 윗 식에 대입하여 明=0.75 

를 계산하였다. Te(IV)의 환원반응이 4전자가 관여 

하는 반응이라고 하면 따라서 a는 0.19에 해당하며, 

이 값은 Traore 등‘과 Sella 등27의 결과와 유사한 

값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이용하면 수은전극 

표면에서의 반응물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26.

«# = (5± DX102 qan2FafAEr (3) 

여기서, q는 표면적, /와。는 각각 네모파 전압전류 

곡선의 진동수와 진폭을 말하며, AE는 scan incre
ment, F는 Faraday 상수, /는 전극 표면에서의 반 

응물의 양을 나타낸다. F讶.5에서 진폭이 30 mV인 

경우의 粉와 이 때의 om = 0.75,/=15 Hz, A£=5mV, 
q = 0.0128 cm?를 ⑶식에 대입하면 Te(IV) 이 200 ppb 

농도로 포함된 용액중에서 Te(IV)이 환원될 때 전 

극표면에서의 반응물의 양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값은「=(7.2土 1.4)X10 11 mol cm"이었다.

FzR6에는 Te(IV)의 농도 변화에 따른 네모파 전 

압전류곡선의 피크전류 의존성을 나타냈다. 이 때 

Te(IV)의 농도는 10〜 100ppb(7.8X10f〜7.8X 
10"7) 범위에서 변화시켰으며, 네모파의 진폭은 30 
mV, 진동수는 15 Hz였다. 실험 결과 Te(IV)의 농도 

범위내에서 피크전류의 농도 사이에는 기울기 L32土 

0.07 nA/ppb, 절편 4.20± 4.13 nA, 직선성(/) 0.9四93의 

좋은 직선관계를 나타냈다. 이 직선관계식으로부터 

구한 Te(IV)의 검출한계는 &의 3배로 계산한 결과 

4.2 ppb(3.3X10-8M)이었다.

본 실험에서는 또한 Te(IV)의 분석시 용액내에 

다른 금속이온들이 공존하였을 때 Te(IV)의 피크전 

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0.3M 염산 

지지전해질중에 Te(IV)이 40 ppb의 농도로 포함된 

경우, 1 ppm의 Bi(III), Zn(II), Cu(II), Sn(II), Sb(III), 
Pb(II) 및 Cd(II)이 각각 포함된 경우에는 Te(IV)의 

피크전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또는 ±5% 

내의 영향만을 주었다. 그러나 lppm의 Mn(II) 및 

Ag(I)가 각각 포함된 경우에는 Te(IV)의 피크전류를 

각각 25% 및 20% 증가시켰으며, lppm의 As(III) 
및 Se(IV)이 각각 포함된 경우에는 Te(IV)의 피크 

전류를 각각 20% 및 50%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 

냈다. Se(IV)가 공존하였을 때 Te(IV)의 피크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은 Te(IV)보다도 낮은 

전위에서 환원되는 Se(IV)이 수은 전극표면에 HgSe 
형태로 흡착되어 Te(IV)의 환원을 방해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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