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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l (III) 과 Cr(III) 을 여 러 양이 온과 음이 온의 공존하에 서 가리 움제 를 사용하지 않고 Bismark 
Brown R {4,4'〔 (4-methyl-l, 3-phenylene) bis (azo)J-bis (6-methyl-l, 3-benzenediamine) dihydrochlor- 

ide} 을 사용하여 정 량하였다. 그러나 타르타르산과 시 트르산이 공존하면 방해하였다. Al(m)과 Cr(m) 
은 같은 파장에서 최대흡광도를 나타내므로 Cr(III)을 Cr(VI)으로 산화시키면 Al(III)과 Cr(III)을 선 

택적으로 정량할 수 있었다.

ABSTRACT. Al (III) and Cr(III) were determined selectively by colorimetry of Bismark Brown 
R {4, 4'〔 (4-methyl-l, 3-phenylene) bis (az。)〕-bis (6-methyl-l, 3-benzenediamine) dihyrochloride} in 
the presence of the various cations and anions without the using of any masking agents, but 
tartrate and citrate ions were interfered.

The ligand of Bismark Brown R and complexes of Al (III) and Cr (III) were shown the 
maximum absorbance at the same wavelength together and both metallic ion were interfered to 
determine each other, but Al (III) were able to determine after oxidation of Cr(III) to Cr(VI).

1. 서 론

Bismark Brown R {4,4,〔 (4-methyl-l, 3-phen- 
ylene) -bis(azo) J-bisC6~methyl-l, 3-benzenedia- 
:mine〕dihydrochloride, 약자 BBR} 은 염료와 미 

생 물의 발색 제 % 황산복염의결정 면 변화의 연구2 
등에 이 용되 었 던 시 약이 다. 저 자들은 BBR 을 

크롬과 알루미늄의 비색정 량에 사용하기 위하 

여 금속이온과 반응시켜 생성된 착물에 대한 

여러가지 성질을 실험한 결과 선택적으로 A1 
(III) 및 Cr(III)의 정 량에 이용할 수 있는 결과 

를 얻었으며 다른 금속이온이 나 타르타르산 및 

시트르산을 제외한 다른 음이온은 Al(III)과 Cr 
(III) 의 정량분석에 방해를 하지 않으므로 이 

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2. 실험 및 결과

사용기기 및 시약. 이 실험에 사용한 기기는 

B&:kman ACTA IV UV-Visible Spectrophoto- 
meter를 사용하였으며 pH는 Beckman Zeromatic 
Model II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실험 에 사용 

한 시 약은 ACS 규격 에 맞는 J. T. Baker Co. 
제품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리간드와착물의흡광곡선. BBR과 Al(ffl)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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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질산염을 L000X10-4M 되게 물에 녹인 

다음 BBR과 Al(III) 및 BBR과 Cr(IH) 을 같은 

부피비로 섞어 만든 착물용액의 흡광도 곡선은 

Fig. 1 과 같다.

PH 변화에 따른 착물의 흖광도. Al(III) 및 

Cr(IID의 용액 (각기 LOOOXKLm)과 BBR 
(L 000X10-4 以)을 각기 같은 부피 로 섞 어 만든 

착물에 대 하여 각 pH에 서 흡광도를측정 하여 점 

시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착물의 온도 의존성 및 안정시간과 검량선. 착 

물의 극대 흡수파장 45L8nni 에 서 BBR 리 간드와 

Al(HI) 의 착물을 만든 다음 가장 안정 한 pH=& 0 
士0.5에서 Al(III) 의 농도와흡광도의 관계 곡선 

은 1.000X10-4〜L3X10-3M범위에서 직선이 성 

립되는 검량선 (FEg.3)을 나타내었으며 Cr(III) 
도 같은 농도 범위내에서 직선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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声务 2. The absorbance of BBR-A1 (HI)⑴ and 

BBR-Cr(IH) (2) complexes vs.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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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II)고卜 Cr(III)의 BBR 착물 

은 상온에서 75。C의 '범위까지 가 • 

열하여 도 흡광도의 변화없이 직 선 

이 성립되고, 발색시킨 후 6시간 

동안에도 변화없이 상온에서 일 

정한 흡광도를 나타냈다.

연속변화법에 의한 착물조성 실험. 

각기 1.000X10-4 M의 BBR, A1 
(III) 및 Cr(III) 의 세가지 용액 

을 이 용하여 착물이 안정 한 pH= 
6.0 士0.5와 극대흡수파장 451.8 
nm에서 리간드와 금속이온간의 

착물조성 비 를 조사한 결과는 Fig. 

4오｝ 같다.

1 5 7 9 |j |3 |5
Ccncentrc^ontmole/l)

Fig. 3. Calibration curves o£ BBR-Al(III) (1) and 

(2) complexes.

이

T—2 3 4 5 6 7 8 9 io 
Ratio of BBR 시(IH)orCr(lll)

Fig. 4. The Continuous variation method of BBR- 

Al (III) (1) and BBR-Cr (IH)⑵ complexes.

, 3. 결과 및 검토
17 l9(!0x|0'4> BBR은 흑갈색 고체로써 물과

3R-Cr (HI) 에 탄올셀로솔브에 잘 녹고 아세 톤

에 는 약간녹으며 벤젠에 는 녹지 

않는다. 진한 황산용액 중에서는• 

갈색이고 묽힌 용액에서는 적갈색으로 변한다. 

진한 질산용액 중에서는 자색이고 묽힌 용액에 

서는 갈색으로 변한다. 그러나 pHl에서 pH8- 
사이에서는 일정한 색 (45L 8nm)을 나타낸다.

BBR 리 간드는 451. 8 nm에 서 극대 흡수를 나타 

내는데 Al(III)과 Cr(III)과 착물을 이루었을 때 

에는 마찬가지로 리간드와 같은 위치에서 극대 

흡수를 나타낸다 (F，g.l). 그러나 착물을 생성했， 

을 때 흡광도는 리간드의 홉광도보다 훨씬 더 

큰 값의 몰흡광계수를 나타낸다. 각 몰흡광계수• 

는 BBR e=6.200,BBR-Al(III) 착물 8=7.820, 
BBR-Cr (III) 착물 e=8.300 이 다. 그러 나 착물， 

의 흡광도를 측정할 때는 리간드와 착물이 같은 

파장에서 극대흡수를 나타내므로 정 확한 농도의 

리 간드 바탕시 험 용액 을 대 조액 으로 사용하여 야. 

착물의 흡광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BBR-Al(III) 및 BBR-Cr (III) 착물은 F/g.2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pH=6±0. 5 부근에서 가장• 

큰 흡광도값을 나타낸다. 그러 나 BBR-Cr (111> 
착물은 BBR-Al(III) 보다 넓은 pH 5〜7 범위 

에서 일정한 흡광도 값을 나타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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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III) 4 Cr(III) 착물의 극대 흡수파장은 서 로 

같은 為奪 을 나타내 므로 이 들의 이 온이 같은 용 

액 중에 공존할 때는 서로간의 구별된 정량이 

불가능하였다.

BBR과 ARIII) 및 Cr(III) 의 착물을 상온부터 

75 °C 까지 물중탕에 담그고 흡광도를 측정 한 결 

과는 6시간까지도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으며 

一그 이상의 온도로 서서히 증가시키면 점점 흡광 

.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Al(III) 및 Cr(IH) 의 각 용액에 BBR 리간드 

를 가하여 BBR-Al(III) 및 BBR-Cr(III) 착물의 

농도에 대한 흡광도를 도시한 결과 1.3X10-3M 
-농도까지 직 선의 검 량선이 성 립 되 고 그 이 상의 농 

.도에서 는 sine 곡선의 모양을 생성 하면서 (F，g. 3) 
•흡광도가 감소되어 흡광도와 농도관계는 비례하 

지 않았다.

연속변화법에 의한 BBR과 Al(III) 및 Cr(III) 
의 조성 (Fig. 4)은 각기 1.04와 1.08의 비로 결 

■합하는 결과로 보아 1 : 1 비의 착물을 생성한 

것이 확실하였다.

크롬은 일반적 으로 Cr(VI) 으로 산화시 켜 *4 비 

■색 정 량하는 방법 5이 나 S-diphenycarbazide (1, 5 
—diphenylcarbohydrazine) 등의 방법&을 사용하 

는데 모두 Cr(VI) 의 산화상태에서 정 량하는 방 

법이고 Cr(III)의 산화상태에서 분광광도법을 이 

.용하여 선택적으로 정량하는 방법은 별로 없다.

여기에 보고하는 이 방법은 Cr(III)을 선택적 

으로 BBR과 반응시 켜 451. 8 nm에 서 직 접 반응 

시 켜 정 량할 수 있으며 Cr(VI)은 BBR과 반응하 

지 않는다. 그리고 Al(III) 과 Cr(HI) 이 공존할 

때 는 BBR과 동시 에 착물을 만들어 451. 8 nm에 

서 두가지 금속착물의 흡광도를 측정한 다음 다 

시 시료용액을 취하여 Cr(HI) 을 Cr(VI) 으로 산 

화시킨 후 남아있는 Al(III)과 BBR을 반응시켜 

흡광도를 측정 하면 Al(III) 과 Cr(HI) 을 각기 정 

량할 수 있었다.

Al(III) 은 Co (II), Zn(II), Ni(II) 에서 ben- 
zoate로 침전시켜 분리하고7 그밖에도 P(V), As 
(V), B(III), Cr(VI), W(VI), Cu(II), Zn(II), 

:Sn(VI), Fe(ni), Mn(II), Pb(II), Ni(II), Co 
<H) 에 서 Al (III) 을 침 전 시 켜 분리 하고% 음이 온9 

Vol. 25, No. 4, 1981

및 양이온1。교환수지 분리법, EDTA 적정법11이 

있다.

Al(m)을 비색 정 량하는 방법으로 pH 9에서 

타르타르산, 시안산, 과산화수소의 공존하에서 

oxine으로 Cu(II) 등 15개의 원소이온으로부터 

분리 정 량'2하거 나 eriochrome cyanine R을 쩌 

서 thioglycolic acid 공존하에서 W 등 20개의 

원소이온에서 분리 정 량하는 방법13 등이 있 다.

여기에서 보고하는 Al(III) 정 량법은 이미 보 

고되 어 있는 방법 m 13에 비 하여 공존하는 이 온에 

서 분리하지 않고 가리움제 (masking agent) 를 

쓰지 않더 라도 0.1 山의 염 소이 온, 질 산, 티 오시 

안, 황산, 인산, 초산, 크롬산 등의 음이온과 

알카리 및 알칼리 토금속, Ni(II), Cu(II), Co 
(II), Cd (II), Zn(II), Pb(II), Bi (III), Ag(I), 
Zr(IV), FeCII.III), Mn(II), W(VI), Mo (VI) 
등의 이 온이 공존하더 라도 Al (III) 뿐만 아니 라 

Cr(IH) 까지도 정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용액 

중에 타르타르산이 나 시 트르산이 공존하면 방해 

하므로 정 량하기 전에 제거해줄 필요가 있었다.

4. 결 론

Al(III) 과 Cr(III) 은 Bismark Brown R {4, 4'- 
[(methyl-1, 3-phenylene) bis (azo) J-bis (6-meth- 
yl-1. 3-benzenediamine) dihydrochloride} 를 리 

간드로 사용하여 pH=6±0.5의 수용액 중에서 

1 : 1 착물로 만들어 451.8 nm에서 염산, 질산, 

티오시안황산, 인산, 초산, 크롬산 등의 음이온 

과 알칼리 및 알칼리 토금속 Ni(H), Co(II), Zn 
(II), Cu(II), Cd (II), Pb(II), Bi (HI), Ag(I), 
Zr(IV), Fe(II, III) Mn(II), W(IV), Mo(V), 
등이 공존하더 라도 가리움제를 쓰지 않고 비색 

법으로 정 량할 수 있었다.

Al(III)과 Cr(III)은 서로 똑같은 조건하에서 

Bismark Brown R 과 반응하여 같은 爲眼* (451.8 
nm)을 나타내므로 서로 정 량에 방해하지 만 우선 

Al(III) 과 Cr(III) 을 BBR로 발색 시 켜 두가지 착 

물의 흡광도를 측정한 다음 다시 시료용액을 취 

하여 Cr (III)을 Cr (VI)으로 산화시 킨 후 Al(III) 
만을 발색시켜 측정 하면 Al(III) 과 Cr(IH) 을 분 

리하여 정 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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