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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물 아닌 용매 아세토니트릴에서 구•리와 카드뮴의 2,2'-비피리딘(扇卩贝)과 에틸렌디아민 

(en.) 착물의 성 질을 직 류와 교류폴라로그래 프로 조사한 결과 각 착물의 전극과정 은 아래 와 각이 생 

각된다.

厂 e~
Cu(II)-bipy. complex ----- ----------- >Cu(I)~bipy. complex--------------- > Cu(Hg)

E1/2H + Q IV 码/2= —0. 43\
厂 厂

Cu(II)-en. complex —> Cu(I)-en. comple x------------------ >Cu(Hg)
Ei/2=T). 56V

厂 2e~

Cd(II)-bipy. complex ------------—一>Cd(I)-bipy. complex-~   ----->Cd(I)-bipy complex
—()• 57V —0. 97V

厂 厂
Cd(II)-en. complex------------- 一~느Cd (I) -en. complex--------------一一우Cd(Hg)

E1/2= + 0. 05V £1/2=—0 92V

이상의 모든 파는 확산에만 의존한다. 또 Cu①'"bipy. 착물의 리 간드의 수는 2 이며' 착물해리상수 

Kd=(L5±0.1) / IO-7 이 었다一

Abstract. Polarographic behaviors of copper 저nd cadmium complexes with 2, S'-bipyridine and 
ethylenediamine in acetonitrile have been investigated by the DC and AC polarography. The reduc 
tion processes are estimated 산s follows;

W eCu(II)- bipy. complex---- ---- -----—>Cu(I)-bipy. complex >Cu(Hg).
E1/2^+0. IV £1/2=-0.43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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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
Cu(II)-en. complex—> Cu(I)~en. complex------------------ > Cu (Hg)

Ei/2=T). 56V
2厂e~ 

Cd(II)-bipy. complex------------------ >Cd(I)-bipy. complex------------------ >Cd(I)-bipy. complex
Ei/2= —0. 57V E[/2=一0. 97V

Cd(II)-en. complex------------------ >Cd (I)-en. complex------------------ >Cd(Hg)
Eu2= +0. 05V £1/2= — 0. 92V

The limiting currents of all steps are controled by diffusion. The number of ligand and the 
dissociation constant fcr Cu (I)-bipy. complex were found to be n=2 and Kj =(L5±0.1) x 10^7, 
respectively.

서 론

아세토니 트릴 (AN)은 물에 비 하여 염기성 이 약 

하고 더 우기 산성 도 약하므로 용매 로 AN 을 쓰 

면, 수용액에서 보다 가전압범위가 훨씬 넓어진 

다. '，2 유전 상수도 여러 가지 염 을 충분히 녹일 

수 있을 만큼 크며, 점성은 물에 비하여 작으므 

로 수용액 에서 보다 큰 한계전류를 얻을 수 있 

다. 또 무기이온에 대한 용매화 에너지도 물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이온은 수용액 

에서 보다 정전위에서 환원된다1 (단, Cu,Ag와 

같이 용매와 강하게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은 제 

외됨). 이와 같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물아닌 용매 로 an 을 써서 가수분해 되기 쉬 운화 

합물1~5, 물에 녹기 어 려 운 화합물, 착화합물, 특 

히 유기금속화합물 등의 분석 및 유기물질의 전 

극과정을 검토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 

다.

수용액 에서 와는 달리 AN 용액 에서 는 여 러 가지 

예기하지 않았던 전극반응과정도 나타난다. 즉 

Tananaka 6~购와 Takahashi" 등은 전 이 금속과 

2,2一비피리 딘 착물의 전극반응 과정을 AN 용액 

에서 조사한 결과, 이들 금속착물이 음이온착물 

까지로도. 환원됨을 보고한 바 있다.

저자들은 구리 와 카드뭄의 2,2'-비피리딘과 

에틸렌디아민과의 착물에 대하여 AN 용액 속에 

서의 전극반응 과정을 직류와 교류폴라로그래 

프를 써서 검토하고, Cu(I)-bipy 착물의 해리상 

수와 리간드의 수를 조사했다.

실 험

시약. 실험에 사용한 용매 AN의 정제와 보 

관은 Coetzee의 방법%에 따랐으며, 실험할 때 

마다 새로 정제하여 썼다. 정제한 AN은 Karl- 
Fisher 법으로 물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03% 
이하였다.

사용한 지 지 전해 질은 Et4NC104 이 며, Kolthofif 
의 방법1 에 따라 만들어 섰다.

모든 금속염은 과염소산염을 썼으며, 각 금속 

의 착물은 Mcwhinie 법13 에 따라 만들어 무수 

알코올에서 두 번 이 상 재결정 하고, 巳。5을 넣 

은 데시 케 이 터 에서 2〜3 일 이 상 건조하여 사용 

했다.

풀라로그래프용 용기. 수용액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H자 용기를 썼으며, 기준전극으로 사용한 

SCE 에서 시료용액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수분을 

막고, 액 간접 촉전위를 줄이기 위하여 F/g. 1 과 

같은 NaCl 수용액이 들어 있는 Hume-Harris 염 

다리를14 사용했다.

사용한 적하수은 전극의 모세관 특성은 mer
cury head 方=85 cm 에 서 m=0. 7435 mg/sec, r= 
5.7sec 이 다.

측 정. 일정 량의 시료 착물을 정확히 달아 일 

정 량의 EtqNCIQ 와 함께 메스플라스日에 넣 고, 

일정한 온도(20±0. 3°C)로 조절된 dry-box 속에 

서 AN 에 녹여 시 료로 쓴다.

IR drop 자동보상장치 가 구비 된 Yanagimoto 
PA 102 형 폴라로그래프를 써서 +0.5V 에서 

一3.0V까지의 직류 및 교류폴라로그램을 얻었 

다. NH4VO3 로 산소를 제 거 하고, 실 리 카겔, 진 

한 H2SO4 과 P2O5 을 통과시 켜 습기 를 제 거 한 

질소를 실험도중에도 전해용기에 통과시켰다.

또 염다리가 시료용액에 담겨져 있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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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larographic cell.

I. Sample solution

II. 1 M NaCl-|-3 % agar,

III. 1 M NaCl aq. solution

IV. Sat. -KC1+ 3 % agar,

V. Sat. -KC1 solution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여 염다리 입구에 생기는 

고체 KC1 로 인한 저항의 증가를 막았다.

결과 및 고찰

폴라로그램. 적하수은전극에서 0.05M 의 Et4- 
NC1Q을 지지전해질로 써서 〒0.5V〜一3.0V 
의 가전압범위에서 모든 착물의 플라로그램, 지 

지전해질만의 폴라로그램과 2, 2'-비피리 딘 및 에 

틸렌디 아민 등 리간드만의 폴라로그램을 Figs. 

2, 3 에 표시 했다.

각 환원파의 한계전류가 확산만에 의한 것인 

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mercurj- head 의 

제 곱근과 확산진 류와의 관계 를 조사하여 Table 1 
에 나타내었다.

한편 각 파의 가역성 을 조사하기 위 하여 직 류폴 

라로그램 으로부터 한계 전 류 (祐) 를 구하고, 한계 

전류를 측정한 전위에서 적하수은의 방울수명 

(C 을 측정한다. 또 각 착물의 교류폴라로그램 

으로부터 피이크전류 (很) 를 측정하여 이들 값으 

로부터 郷 (力 • 诚/”)의 값을 구하여 T湖" 2 에

F/g. 2- DC (upper) and AC (lower) polarograms in 

A' solution 0. 05 M EqNCIO, as supporting 

elect!oylyte at 20^0. 3 °C.

I. solvent only (AN)

II. 0. 5 mA/ 2, 2/-bipyridine

III. 0. 5 mA/ Cd (II)-2, 2'-bipyridine

IY. 0. 5 mAf Cu(II)-2, 2'-bipyridine

나타내었다.

착물의 각 환원과정에 관여한 전자의 수를 조 

사하기 위하여 적하수은전극의 전위와 log 〃 
(，厂，)의 상관그래프를 이용했으며, 이 그래프에 

서 구한 전 자수와 Fig. 2 와 Fig. 3 의 폴라로그램 

에 서 구한 반파전 위 를 Table 3에 나타내 었 다.

또 Cu(I)-bipy. 착물의 해 리상수를 구하기 위 

하여 리 간드의 농도를 1 mM 에 서 25 mM 까지 

변화시키 면서 착물의 반파전위 의 변화를 측정 하 

여 Fz'g. 4 에 나타내 었 다.

용매와 리간드. F/g.2 와 F怎.3의 폴라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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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 지 지전해 질 만이 포함된 용액 （死g. 2와

F，g.3의 J）에서도 一2.15V 부근에 환원파가 나

Fig. 3. DC (upper) and AC (lower) polarograms in 

AN s이ution 0. 05 M Et4NC104 as supporting 

electrolyte at 20土0.3 °C.

I. solvent only,

II. 0. 5 mM ethylenediamine

III. 0- 5mAZ Cd (II) -ethylenediamine

IV. 0. 5 raM Cu (II) -ethylenediamine

타난다. 이 파는 용매를 정제할 때 완전히 제거 

하지 못한 니트릴류의 환원파로 생각된다.

2,2'-비피리딘만이 들어 있는 용액 （Fig.2-ID

必C"y
Fig. 4. A plot of〔(Ei/2)°-(Ei/2)J vs. log C bipy. 

at 30二0,2 °C where

(E】/2)c : Half wave potential of Cu (I) -bipy 

complex

(Ew2)s : Half wave potential of simple metal 

ion

Cbipy： Concentrationof 2, 2’一bipyridine (mAf)

Table 1. Relation between id and effective pressure on DME

complex i Cd-en. Cd-bipy.

h 1st. wave 1 2nd. wave 1st. wave 2nd. wave

85cm 0.27 0.131 0.75 0.190 0.096 0.100

80 0.26 j 0.130 0.73 0.182 0.096 0. 097

75 0.26 1 0.132 0.69 0.182 0.097
0. 092

70 0- 26 0.131 0.67 1 0.182 0.098 0. 093

65 0.26 0.130 0-61 0.182 0.098 0. 091

Vol. 18, No. 3,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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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versibility test -

Compoud 诺(“A.) 7 (sec) n-ij-r1/2 ip/n-id-,/2

Cu(I): 66 0. 54 5. 66 1. 2847 51. 38

cd(ii) i 148 5. 04 5. 70 24. 066 6.18

Cu-en ； 106 2.48 5. 72 2.1572 49. 24

Cu-bipy. 110 0- 96 5.85 2. 3220 47. 37

Cd-en. 1st 65 1.7 6. 25 4. 25 15.29

Cd-en. 2nd 54 1. 76 5.20 4. 0135 13. 41

Cd-bipy. 1st 50 0- 90 5. 72 2.1572 23. 22

Cd-bipy. : 2nd 124 0. 94 5. 00 4. 2038 29. 47

where ib : peak current on AC polarogram, id : limiting diffusion current on DC polarogram

了 : dropping time of DME, n : Number of electrons involved with reducible ion

"Table 3. Half wave potential and number of electrons

Complex ,E1/2(Vvs. SCE) n

Cu-en. -0. 56 1.031

Cu-bipy. 1st 十 0. 10

Cu-bipy. 2nd -0. 43 0. 92

Cd-en. 1st +0. 05 0- 91

Cd-en. 2nd -0. 92 0. 90

Cd-bipy. 1st 一0. 57 0- 88

Cd-bipy. 2nd -0. 97 1.81

에서는 다섯개의 환원파가 나타난다. 이들 다 

섯개의 환원파 가운데一2.15 V 부근에 나타나는 

파는 용매 속에 있는 니트릴류의 파이고, 一2.3 
V, -2. 7 V, —2.9V 에 나타나는 파들은 2,2'- 
비피 리 딘 자신의 환원파이며 , +0. 3 V 부근에

나타나는 파는 음극으로 사용한 수은이 산화하 

여 생긴 Hg(II)과 2,2'-비피리딘과의 착물의 환 

원파로 생각된다.

한편 에 틸렌디 아민만이 들어 있는 용액(F，g. 3 
-II)에서는 두 개의 횐:원파가 나타나는데， 

-2.15 V 부근의 파는 용액 속의 불순물인 니 트릴 

류의 파이 고, 一2. 45 V 부근에 나타나는 파는 

에틸렌디아민 자신의 환원파■이다.

Cu(II)의 Complex. Fig. 2-V 의 Cu(II)-bipy. 
착물의 직류 및 교류폴라로그램을 보면, 모두 7 
개 의 환원파가 나타난다. 그러 나 一2.15 V 에 나 

타나는 파는 용매중에 포함된 니트릴류의 환원 

파이 고, 一2. 3 V, 一2. 7 V 및 一2. 9 V 에 나타나 

는 파는 2,2'-비피리딘 자신의 환원이며, +0.3 

V 에 나타나는 파는 Hg(II)-bipy. 착물의 환원 

파이디-. 그러 므로 Cu(II)-bipy. 착물의 환원 

돠는 Ta况e 3 에 표시 한 바와 같이 +0.1V 와 

—0.43 V 에서 2개의 파만이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Fig. 2-IH 의 직류폴라로그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u(II)-bipy. 착물의 첫째파 

는 Hg(II)-bipy. 착물의 환원파와 많이 겹쳐 한 

계전류의 측정이 매우 곤란하므로 첫째파의 관 

여전자수와 가역성은 구할 수 없었다.

둘째파의 관여전자수를 적하수은전극전위와 

logz7(z，一，)의 상관그래프에서 계산하면,T展" 

3에 표시한 바와 같이 儿=0.92(약 1)이다. 또 

이 파의 가역 성 을 조사하기 위 하여 Table 2 의 값 

을 검토해 보자. 일반적으로 수용액에서는 가역 

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Cd(II) 의 

&/0"/户/2)의 값은 1이이며, 가역성이 매우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는 Ni(II)의 ipKnid r1/2) 
의 값은 3. 6이 다. 그러 나 물아닌 용매 AN 에 서 

는 Kolthoff 에 의 하여 , 가역 성 이 매 우 좋은 것 

으로 알려진 Cu(I)의 标/("/서/2)의 값을 구 

해 보니 Table 2 에 표시 한 바와 같이 51. 38 이 

뎌, 가역성이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는 Cd(II) 
의 "，(心危丄勺의 값은 &18이 다 이 들 값과 

Cu ①-bipy. 착물의 가역 싱 의 값 (47. 37) 을 비 교 

해 보면, 이 착물의 둘째파는 가역성이 매우 

좋음을 알 수 있다.

Table 1의 한계전류와 mercury head 의 제곱 

근과의 관계를 보면 이 환원파의 한계전류는 확 

산에 만 의존함을 알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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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7g. 3-VI을 보면, Cu(II)-en. 착물은 3개의 

환원 파가 나타난다. 그러 나 一2.15V 에 나타나 

는 용매 중의 니 트릴 류의 파와 一 2.45 V에 나타 

나는 에틸렌디아민•자신의 파를 빼면 Cu(II)-en. 
착물의 환원파는 一0.56V 에 하나만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파의 관여전자수를 적하수은전 

극전위와 logz7G—/)의 상관그태프에서 구하 

면, Table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儿=1. 03(약1) 
이며, 가역성의 값은 49.24 (Table 2)로서 매우 

가역성이 좋음을 알 수 있다. 또 Table 1의 결 

과로 부터 이 환원파의 한계전류는 확산에만 의 

존됨을 알 수 있다. 구리착물에 대한 이상의 모 

든, Cu(II)-bipy 결과를 종합해 보면, Cu(II)- 
bipy. 착물은 가역 성 이 좋은 1전자의 2단계 의 

환원과정 을 나타내 며 , Cu(II)-en. 착물은 가역 성 

이 좋은 1전자의 1 단계의 환원과정을 나타낸 

다. 그러나수용액에서와는달리 AN용액에서는 

'Cu(I) 상태가 비교적 안정하므로1 Cu (II)-en. 착 

믈에서 Cu(l)-en. 착물로 환원되는 과정은 수은 

의 산화전위 (+0.65 V) 보다 정 전위 에 서 나타 

난다. 그러므로 가역성이 좋은 1전자의 환원파 

는 Cu(I)-en. 착물이 Cu(Hg) 으로 환원되 는 과정 

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사실을 근거로하여 구리 

착물의 환원과정을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

Cu(II)-bipy complex —> Cu(I)-bipy. 
complex (Ej/2=0.1 V) 

e~

Cu(I)-bipy. complex —> Cu(Hg) (E1/2= 
-0-43V) (1)

e~

Cu(I)-en. complex—> Cu(Hg) (E1/2= 
-0.56 V) (2)

일 반적 으로 구리 착물의 환원과정 은 감극제 와 

.반응생성물의 상대적인 안정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Cu(II) complex + 2e~ —> Cu (Hg) ⑴ 

Cu (II) complex + e~ ->■ Cu(I) complex 
Cu(I) complex + w — Cu(Hg) (2)

Cu(II) complex+e- -* Cu(I) comple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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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thoff '는 AN 용액에서 폴라로그래프를 써 

서 Cu(II) 의 전극과정을 연구한 결과, 수용액에 

서는 2전자의 1단계의 환원반응을 나타내지만, 

AN용액에서는 Cu(I)이 비교적 안정한 상태이므 

로 1전자의 2단계의 환원반응이 일어남을 밝 

혔다. 그러 나 적하수은전극에 서 Cu (II) 一> Cu (I) 
의 환원은 수은의 양극산화전위 (+0.65) 보다 

정전위에서 일어나므로 실제의 파에는 Cu(II)-> 
Cu(I) 의 환원되는 나타나지 않으며, Cu(I)—Cu 
(Hg) 의 환원반응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Cu (Il)-bipy. 착물과 Cu(II)-en. 착물은 !. 전자의 

2단계 의 환원과정 을 나타내 는 위 의 세 가지 유 

형중 둘째번의 유형에 속함을 알 수 있다.

Laitinen^ 이 수용액 에 서 폴라로그래 프를 써 서 

Cu (Il)-bipy. 착물과 Cu (II) -en. 착물의 환원과 

정을 연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Cu(II)-bipy. 
착물은 수용액에서도 1전자의 2단계의 환원반 

응이 일 어 나지 만, Cu (II)-en. 착물은 AN 용액 에 

서와는 달리, 수용액에서는 2전자의 1 단계의 

환원반응이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그러 므로 AN 
용액에서는 Cu(I) 이 안정하다는 Kolthoff의 결 

과1가 옳다고 할 수 있겠다.

Cd (II)의 Complex. F，g.2-III 의 Cd(II)-bipy. 
착물의 폴라로그램을 보면 모두 7개의 파가 나 

타난다. 그러 나 용매 및 리 간드 자신의 파와 Hg 
(H)-bipy. 착물 (+0.3V) 의 파를 제하면, Cd(H) 
-bipy. 착물의 환원파는 一0.57V 와 一0.97V 에 

두개가 나타난다. 이 환원파에 관여하는 전자수 

를 전하수은전극전위와 log 订(由2)의 상관그래 

프에서 구하면, 첫째파는 ”=0.88 (약 1)이며 둘 

째파는 儿=L81 (약 2)이 다.

Table 2에 표시한 가역성의 값을 보면, 첫째 

파는 23. 22 이 며, 둘째파는 29. 47 로서 가역성 이 

구리 착물에 비하여 약간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1의 확산전류와 mercury head의 제 

곱근의 값으로부터 첫째파와 둘째파의 확산전류 

는 모두 확산에만 의존됨을 알 수 있다.

Fig. 3-IH 의 Cd(II)-en. 착물의 폴라로그■램을 

보면, 이 착물은 모두 4개의 파를 나타내 나 용 

매 와 리 간드 자신의 파를 제 하면 , +0.05V 와 

-0.92V 에 2단계의 환원과정을 거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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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각 과정에 관여하는 전자의 수는 적하수 

은 전극전위와 log 订(祐一/)의 상관그라프에서 

구하면 , Table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첫 째 파는 

“=0.91(약 1)이 며 , 둘째파는 儿=0. 90(약 1)이 

다. 또 Table 2 의 가역 성 을 표시 하는 값을 보면 

첫 째 파는 15. 29 이 고, 둘째 파는 13 41이 므로 

가역성은 Cd(II)-bipy. 착물보다도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또 Table 1의 값을 보면, 둘째 파의 

한계전류도 확산에만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카드뮴착물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환원과정 을 반응식 으로 나타내 면 아래 와 같다.

Cd (II)-bipy. complex ----> Cd (I)-bipy.
complex{Ei/2= —0. 57V)

2e~

Cd (I)-bipy. complex —> Cd (2)-bipy.
complex(Ei/2=—0- 97V) (1)

e~

Cd(II)-en complex—> Cd(I)-en. complex
(Ei/9— +0. 05 V)

e~

Cd(I)-en complex —> Cd(Hg) (E: / 2= 
—0.92 V) (2)

Ccl(II)-bipy. 착물은 Tanaka,6"10 Takahashi11 
등이 Fe, Co, NtC^Mn, 등의 전 이 금속과 2, 2'- 
비피리딘괴-의 착물이 T가의 음이온 착물로 환 

원된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또 

Laitinen 등 * 이 수용액 에 서 Cd (II)-en. 착물과 

Cd (II)나)ipy. 착물을 폴라로그래 프를 써 서 그 환 

원과정을 연구한 결과와 비교하면, 수용액에서 

위의 두 착물은 모두 가역성 이 좋은 2전자의 1 
단계의 환원 반응을 나타내 나 AN 용매 에서는 Cd 
(II)-bipy 착물은 Cd ⑴-bipy 착물을 거쳐 Cd 
(-I)-bipy. 착물로 환원되며, Cd(II)-en. 착물은 

Cd(I)-m 착물을 거 쳐 Cd(Hg) 으로 환원됨을 

알 수 있다.

Cu (I)-bipy. Complex 의 해 리 상수. Cu(I)-bipy 
착물의 해리상수와 리간드의 수를 조사하기 위 

하여 리 간드의 농도를 1 raM 에 서 25 m3/ 까지 

변화시 키면서 Cu(I)-bipy. 착물의 황원반응에 대 

한 반파전 위 의 변화를 조사하여 F£g4 에 나타내 

었다.

Cu (II)-bipy 착물의 2단계의 환원과정 중 둘 

째번 파의 전극과정은

Cu (I)-bipy. complex + e~
—> Cu (Hg) + n bipy.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30°C에서 위전극과 정 

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6，17

(Ei/2)l (Ei/2)$=0・ 0602 log Xj —0. 0602 ?zlog.
，bipy*

여기서 (El/2)。는 착물의 반파전위 CEl/见 는 금， 

속만의 반파전위 , Kd 는 Cu(I) -bipy. 착물의 해 

리 상수이 며 , 就 은 리 간드의 수이 고, C 眼" 은 리 

간드의 농도를 나타낸다.

珂g.4에서 리간드의 수(〃)와 해리상수 

를 계 산하면, "=L94(약 2)이 고, Kd = (1. 5+ 
0.1) x IO'7 이 다. 이 값은 Laitinen 등이 수용액 

중에서 구한 Cu(I)-bipy. 착물의 리간드의 수- 

(”=2)와는 같은 값이나, 착물의 해리상수(Kd= 
6.3X1QT5)의 값은 AN 용액 에 서 훨씬 큼을 알 

수 있 다. 그러 므로 Cu(I)-bipy. 착물은 AN 용액 

에서 보다 수용액에서 훨씬 더 안정함을 알 수• 

있다.

Referenes

1. I. M. Kolthoff and J. F. Coezee, J. Amer. Chem,. 

Soc., 79, 870(1957).
2. L M. Kolthoff and J. F. Coezee, J. Amer. Chem. 

Soc., 79, 1852(1957).

3. J. F. Coezee, D. K. Mcquier and J. L. Hedrick,. 

J. Phys. Chem., 67, 1814(1963).
4. A. I. Popov and D. H. Geske, J. Amer. Chem. 

Soc., 79, 2074 (1957).

5. R. C. Larson and R. T. Iwamoto, J. Amer. Chem, 

Soc., 82, 3239(1960).
6. Y. Sato and N. Tanaka, Bull. Chem. Soc. Japan,. 

41, 2064 (1968).
7. N. Tanaka, Bull. Chem. Soc. Japan^ 41, 2059 

(1968).

8. N. Tanaka and Y. Sato, Electrochemica Acta., 13:. 
335(1968).

9. N. Tanaka and Y. Sato, Inorg. Nucl. Chem..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아세토니트릴에서 구리와 카드뮴의 2, 2'- Bipyridine 과 Ethylenediamine 착물에 대한 폴라로그래프적 연구 20?

Letters, 2, 359(1966).
10. N. Tanaka, Bull. Chem. Soc. Japan, 42, 1021 

(1965).

11. R. Takashi, Taianta, 12, 1211(1965).

12. J. F. Coezee, Anal. Chem., 34, 1139(1967).

13. B. Marin, W. R. Mcwhinie and G. M. Waind, 

Inorg. Nucl. Chem., 23, 207 (1961).
14. D. N. Hume and W. E. Harris, Ind. Eng.

Chem., 15, 465(1943).
15. J. F. Coezee, G. P. Cunningham, D. K. 

Mcguire and G. R. Padmanabhan, An시. Chem., 

34, 1139(1962).

16. E. I. Onstott and H. A. Laitinen, J. Amer. Chem, 

Soc.t 72, 4724(1950).
17. B. E. Douglas, H. A. Laitinen and J. C- 

Bailar, J. Amer. Chem. Soc., 72, 2484(1950)

Vol. 18, No. 3, 1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